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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모델을 생성, 사용, 평가, 수정하는 것이 과학탐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과학 교육에서도 주요한 특징이 되어야 한

다(Passmore et al., 2009). 천문학적 현상은 3차원 공간 속에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해 학생들이 갖는 모델도 3차원적 속성을 포

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적 모델을 보다 효율적으

로 생성하고,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3차원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3차원의 외적 표상이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달의 위상 변화 단원과 관련하여 3차원 외적 표상이 

중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의 중학교 3학년 1개 학급

을 대상으로, 2차원의 외적 표상을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3차원 

외적 표상을 모델링 과정에 활용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

다. 또한 3차원 외적 표상의 사용과 모델링 활동 참여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집단 구성원들의 수업 참

여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차원 외적 표상은 (1)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내부적 표상 구성하도록 하고, (2) 모델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

며, (3) 내부적 표상과 외부적 표상의 커플링을 통해 시간과 공간

을 동시에 조작하며 추론하도록 돕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활동 참여 양상 측면에서 살펴볼 

때,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할 경우 “Off-task” 영역에서의 참여

가 줄어들고  “모델링” 영역에서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2차원 외적 표상 사용 시 모델링 활동에 소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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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하던 학생이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할 경우 적극적 참여

자로 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천문 단원과 같이 3차원 공간을 다루는 모델

링 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 3차원의 외적 표상이 필수적으로 제

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과학적 모델, 모델링, 외적 표상, 참여, 달의 위상

학  번 : 2015 - 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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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과학적 소양은 과학의 내용에 관한 이해는 물론, 그러한 지식이 어떻

게 생성되고 정당화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Passmore et 

al., 2009). 과학지식의 생성에 관한 최근의 철학적 관점에 의하면, 자연

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향상되는 데는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생각하고 있다(Giere et al., 2006). 구성적 실재론(Constructive 

Realism)에 의하면 과학을 통해 실세계의 대상을 알아가는 것은, 직접 

관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 대상을 마음속에 표상하고 해석하는 개념

적 모델을 생성하면서 이루어진다(Hestenes, 2006). 

이처럼 과학자들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생성하고 자연을 더 깊이 탐

구하기 위해 모델을 사용하며, 모델은 과학의 지식 체계를 탐구로 이끈

다. 모델을 생성, 사용, 평가, 수정하는 것이 과학탐구에서 중심적인 역

할을 하며, 학생들의 과학 교육에서도 주요한 특징이 되어야 한다

(Passmore et al., 2009). Windschitl et al.(2008)은 교사들이 사용해

오던 소위 과학적 방법(the scientific method, TSM)이라는 것을 몇몇

의 변수를 가지고, 관찰하고, 질문을 만들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TSM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더 이상 과학적이지 않으며, 학습자의 실행

과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리고 학습자가 과학 지식의 내용과 깊게 관계를 맺고 과학지식의 인식론

적 특징을 담아낼 수 있는 활동과 담화를 갖춘 시스템으로서 모델 기반 

학습(model-based inquiry, MBI)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

은 중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이 과학 학습을 촉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Johnson & Stewart, 2002; Gobert & C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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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Acher et al., 2007; 조혜숙 & 남정희, 2014).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과학과 교수 · 학습 방향에 대하여 모형의 개발과 

사용,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등의 기능을 학습 내용과 관련시켜 지

도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교육부, 2015). 

  한편 과학 지식이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과학지

식의 사회적 속성을 고려한다면, 과학 수업 역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과학과 교수 · 학습 방

향에서 탐구 활동을 모둠별 협동 학습으로 진행하여 과학 탐구에서 상호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시킬 것을 안내하고 있다(교육부, 2015). 학생들은 

자신의 정신 모델을 생성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더 좋게 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Ainsworth, 2008; Gobert, 2000; Michalchik et al., 2008 : Oh & 

Oh, 2011 재인용).

  최근 들어 과학적 모델이 지닌 교육적 가치와 지식의 사회적 구성 과

정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방법의 하나로, 소집단 구성원간

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생들이 과학적 모델을 스스로 구성하는 기회를 갖

을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이신영 외, 2012; 

유희원 외, 2012; 강은희 외, 2012; 박현주 외, 2014; 박희경 외, 

2015; 김지윤 외, 2016). 그러나 일반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

집단 모델링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드러

나고 있다. 소집단마다 모형 구성을 위한 인지적 책임감, 정당화와 같은 

규범은 잘 발달하지 않았거나(강은희 외, 2012), 학습 태도면에서 타인 

의존적인 경향이 높고, 스스로의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보

고되었다(박현주 외, 2014). 성공적인 소집단 모델링 활동의 전제 조건

은 소집단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기초한다고 할 때,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이 학교 현장에 널리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러한 참여가 인지적 참여로서 나타나게 할 수 있

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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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의 위상변화의 경우 학생들은 지구에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위

하여 지구-달-태양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에 대한 모델을 구성함으

로서 설명하려고 할 수 있다(Passmore et al., 2009). 과학적 모델 구성

에 기반하여 모델링 활동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학생들은 각 개인의 정신 

모델(mental model)을 생성하고, 생성된 정신 모델은 적절한 방법을 통

해 표현하여, 소집단내 다른 구성원들과 토의를 하게 된다. 정신 모델은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모델화된 개인의 내부적 표상인데 반해, 표현 모

델(expressed model)은 어떤 사람의 정신 모델로부터 행동, 말, 쓰기를 

이용한 묘사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외부적 표상이다(Gobert & 

Buckley, 2000). 외부적으로 표현된 모델은 추론 과정에서 모델의 중요

한 측면에 주의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정보를 회상하고 저장할 

수 있게 하며, 구조적으로나 인과적으로 중요한 연결고리

(interconnections)를 보여준다. 게다가 외부적으로 시각화한 모델은 공

동체에서 공유된 모델을 생성하도록 촉진한다. 즉, 눈으로 보이게 한 외

부적 표상은 내부적 표상을 생성하고 추론하는 데 도움을 준다. 

(Nersessian, 1999)

  천문학적 현상은 3차원 공간을 통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해 학생들이 

생성한 모델도 3차원적 속성을 포함하면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데 소집단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교실 환경에서 자신의 정신 모델을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이 언어나 2차원의 글, 그림으로 제한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정신 모델을 표현하거나 타인에 의해 표현된 모델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천문 단원 학습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조차 학

생들이 2차원의 그림만으로 자신들의 정신 모델을 설명하는 것이 효율

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인터뷰를 통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언어적 

설명과 함께 3차원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Atwood & 

Atwood, 1995, 1996; Stahly et al., 1999; Trundle at al., 2002; 김

종욱, 2015). 소집단 구성원들간에 서로의 정신 모델이 효과적으로 교환

되지 못한다면 서로의 모델을 평가하고, 논박하는 등의 인지적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정신 모델을 보다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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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다른 구성원의 생각을 보다 정확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3차원 

공간을 직접 다룰 수 있는 3차원의 표상을 학습 환경에 제공하는 교수

법적 처치가 필요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중학생들이 3차원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모델링 하는 경우, 상

호작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상이 3차원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수단으로 

주어질 때, 인지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소집단 활동이 좀더 일어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티로폼, 테이프, 핀 등과 3차원의 

외적 표상이 달의 위상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 기능

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달의 위상변화에 대한 중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서 3차원 외

적 표상의 사용이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 기능하는 바는 무엇인가?

2. 달의 위상변화에 대한 중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서 3차원 외

적 표상의 사용은 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참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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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과학적 모델과 과학 교육

  Giere et al.(2006)은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을 (1) 탐색 중인 실세계

(Real world)의 대상이나 과정, (2) 실세계의 대상이나 과정에 관한 모

델(Model), (3) 모델과 실험 장치로부터의 예측(Prediction), (4) 실세계

에서 생성되는 데이터(Data)라는 4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그림 1>

과 같이 나타내었다.

  모델은 실세계와 부합하는 이론적 가설에 의해 표현된다. 실세계는 관

찰과 실험이 포함된 물리적 상호작용을 거쳐 데이터와 연관된다. 모델은 

추론이나 계산에 의해 예측과 연관된다. 실세계와 모델이 구조적으로 유

사하다면, 데이터와 예측은 일치해야 한다. 반대로, 실세계와 모델이 유

사하지 않다면 데이터와 예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1>의 윗

부분은 그 정확도를 적절히 조사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림의 아랫부분은 

직접적인 탐색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즉, 데이터와 예측

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실세계에 모델이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그림 1. 실세계, 모델, 데이터, 예측 사이의 상호작용(Gier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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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EM 순환 그림 3. 수정된 GEM 순환

  Clement(1989)와 Rea-Ramirez(2008)는 과학자의 모델 구성 활동이 

가설의 생성, 논리적(rational)이고 경험적인 검증, 수정 또는 거부의 순

환적 과정을 거친다고 하며 <그림 2>와 같이 GEM cycle을 제시하였다. 

GEM cycle은 모델의 생성(generation), 평가(evaluation), 수정

(modification)의 순환을 일컫는 말로, 어떤 초기 모델이 비평과 수정의 

과정을 거쳐 좀더 복잡하고 정교한 모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설명한

다. 유희원 외(2012)은 GEM cycle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모형 기반 학

습 과정으로 <그림 3>과 같은 수정된 GEM cycle을 제안하였다. 이 수

정된 수업 설계에서는 모델 생성 활동 전 단계로 탐구의 대상이 되는 현

상, 사실, 이론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추가되었고, 모델 생성 후에는 

생성된 모델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는 단계가 포함되었다.

  한편 과학적 지식과 실행(practice)을 개인적 업적으로 여기는 전통적 

가정을 대신하여, 최근에는 과학적 실행의 사회적 본성과 과학 지식의 

공동 구성(co-construction)이 주목받고 있다. 학습에 관한 연구는 학생 

개개인의 머리 속 보다는 공동 수행, 집단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Radinsky et al., 2010). 새로운 지식은 단순히 개인의 논리적 추론보

다 과학자 집단의 소통과 상호 조정(accommodation)에 기반된 집단적, 

경쟁적, 협상적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Radinsky et al., 2010). Jac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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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Ochs(1995)은 공동 구성이라는 용어를 어떤 형태, 해석, 입장, 행동

(action), 활동(activity), 정체(identity), 제도(institution), 기술, 이데올

로기, 감정,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실체 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사용하였다. 공동(co-)이라는 말은 협력(collaboration)이나 협동

(cooperation)과 같은 상호작용 과정을 다루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공동 

구성은 친화적이거나 지지하는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동 구성에는 논변(argument)과 같이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할 

수도 있다. 과학교육 연구자들에 의하면 공동 구성(co-construction)이

라는 용어는 교사와 학생들 모두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였다(Rea-Ramirez et al., 2008).

  과학자나 학습자가 새로운 이해를 생성하고, 그들의 새로운 이해를 다

른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모델이 사용될 수 있다.(Schwarz et al, 

2009)  소통의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모델 생성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

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준비가 된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모델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시도할 수 있

다. 모델은 논변을 일으키고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기점(anchor)이 된

다(Passmore & Svoboda, 2012). 결국, 개인의 정신 모델(Mental 

model)은 과학자나 학습자 집단에 의해 개발되어 표현 모델(expressed 

model)로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테스트 되고 동의를 얻어 

합의 모델(consensus model)로 나타난다(Gobert & Buckley, 2000). 

  과학적 모델이 지닌 교육적 가치와 지식의 사회적 구성 과정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방법의 하나로 <그림 4>와 같이 소집단 구

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시작으로 대집단 활동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과학적 

모델을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 수업이 설계되었으며, 이에 관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이신영 외, 2012; 유희원 외, 2012; 강은희 

외, 2012; 박현주 외, 2014; 박희경 외, 2015; 김지윤 외, 2016).  소집

단 모델 구성으로부터 대집단 모델 구성으로 이어지는 수업을 통해 학생

들은 반복적인 GEM cycle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생성된 목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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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황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적용 활동을 수행한

다.

그림 4.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교수 학습(박희경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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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추론 과정에서 내부적·외부적 표상의 커플링

  과학 교실은 다양한 방법(강의, 토의, 읽기, 실험 등)을 통해 학생들에

게 정보를 노출시키면서 복잡한 주제를 가르친다.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학생들이 단원 내용에 대한 내부적 표상(internal representation)을 형

성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Rapp & Kurby, 2008). 학생들이 갖는 내부적 

표상은, 그들이 경험하는 외부적 자극(external stimuli)에 의해 직접적

으로 영향을 받는다. 

  Johnson-Laird(1983)는 정신 모델(mental model)이란 추론하는 동안 

마음속에서 생성되는 실제나 가상의 상황, 사건, 과정의 구조적 유사물

로 정의하였다. 구조적 유사물이라고 한 것은, 정신 모델이 시공간의 중

요한 관계, 인과 구조 관계, 사건, 묘사된 실체, 문제 해결 과제와 관련

된 그 밖의 정보들에 대한 표상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Hestenes(2006)는 정신 모델이란 각 개인의 마음 속에 개인적으로 구

성되는 것으로 실세계의 상태를 마음 속에 표상한 것이지, 지각

(perceived)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정신 모델은 모델의 구조를 상징

들로 코드화함으로서 각 개인의 정신 모델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이의 마

음 속 정신 모델과 상응하면서 과학에서 개념적 모델(conceptual 

model)이 된다(그림 5).

그림 5. Mental model & Conceptual Model (Hestene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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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의 속성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2가

지의 견해가 있다(Rapp & Kurby, 2008). 먼저 비모상적 관점(amodal 

view)에 의하면 정신적 표상은 메모리 속에서 연결되는 곳을 모은 집합

체(a set of node)로서의 지식이다. 이 매듭(node)은 임의적 상징

(arbitrary symbols)들로 정보를 지니고 있다. 실세계의 경험과 체계성 

있게 연결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비모상적 관점에 따르면, 정신적 표상

에 대한 근본적인 언어는 지각적으로 알려진 형태와 유사할 필요는 없다

고 제안한다. 반면 최근의 지식 표상에 관한 지각 이론(perceptual 

theories)은 인지와 지식획득의 중요한 점은 지각과 행동(perception 

and action)이 관여된 뇌의 시스템이라고 제안한다(Barsalou, 1999; 

Glenberg 1997).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생각할 때, 실제로 지각

(perception)하는 상황에서 사용한 뇌의 시스템을 재가동하면서 정신적 

시뮬레이션(mental simulation)을 수행한다. 지각 이론에서 가정하기로

는, 표상은 모상적 특성(modality specific)을 지녔다. 시각적 경험들은 

이미지화된(imagistic) 표상을 만들고, 촉각적 경험들은 어떤 식으로든 

터치를 코드화한 표상을 만든다.

  중요한 것은 비모상적 관점보다 지각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늘어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들은 신경심리학 연구와 행동 연구에 기

초한다. Martin et al.(1995)은 실험 참가자들이 물체와 관련한 색깔을 

말하기만 해도 색의 지각(perception)과 관련된 대뇌 피질 부근이 활성

화되는 것을 알아내었다. 또한 물체와 관련된 움직임을 말하기만 해도, 

움직임을 지각하는 대뇌 피질이 활성화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조작할 수 

있는 도구와 물체의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뇌의 운동 부분이 활성화되

었다(Chao & Martin, 2000; Gerlach, Law, & Paulson, 2002; 

Grafton, Fadiga, Arbib, & Rizzolatti, 1997; Kellenbach, Brett, and 

Patterson, 2001; Martin & Chao, 2001 : Rapp & Kurby, 2008 재인

용).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사람에게 어떤 물체나 개념을 단순히 생각하

도록 과제가 주어져도, 그 물체나 개념을 실제로 지각하는 것에 해당하

는 신경 시스템이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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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son-Laird(1983)는 정신 모델의 속성과 관련하여 언어적 표현

(linguistic expression)에 의해 제공된 정보는 우선 명제적으로 표상

(represented propositionally)되고, 이러한 명제적 표상을 정신적 언어

의 의미론(the semantics of the mental language)이 실제나 가상의 세

계에 관한 정신 모델로 그려낸다(map)고 하였다. 즉, 명제적 표상이 해

석되어 정신 모델이 된다. 그런데 지각(perception)에 의해 주어지는 정

보는, 명제적 표상의 중개자가 필요치 않고, 직접 정신 모델로 표상된다. 

Johnson-Laird가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신 모델의 형태(format)

에 대해서는 명제적 표상과는 구별하려고 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정신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명제가 기술하려 했던 것, 혹은 그 상태가 지각에 

의해 묘사된 유사체이다(Nersessian, 2008).  사람들은 몇몇 문제 해결 

과제에서, 상황과 사건 및 과정에 대한 내부적 아이코닉 모델(interal 

iconic model)을 구성함으로서 추론하고, 역동적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

션을 통해 조작할 수도 있다. 추론은 모델을 생성하고 조작함으로서 수

행된다. 정신 모델을 생성, 조작, 수정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수식적, 시

각적, 청각적, 운동감각적 등의 다양한 방식의 정보들이 그 모델을 구성

하고 동작시키는 데 사용된다. 

  전통적인 인지과학에서 표상과 추론 과정은 머리 속에서 존재하는 것

으로 보고, 그 추론이 일어나는 물질적 환경과는 분리된 것으로 해석하

였다. 이 때의 추론은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추상화되어 내부적으로 표상

된 정보를 사용한다. 세상에 진열된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추상화된 정

보와 같은 곳에 배치되면서 작업 기억을 도울 수 있지만, 모든 인지적 

과정은 개인의 마음 속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

적 관점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물론 간단한 모델 기반의 추론은 단지 

“머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복잡성을 지닌 과학에서의 추론은 광

범위한 외부적 표상(external representation)을 사용한다. 역사적, 실험

적으로 많은 종류의 외부적 표상이 과학적 추론 과정에 사용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외부적 표상에는 언어(서술, 내러티브, 말하기와 쓰기식의 대

화), 수학 방정식, 시각적 표상, 몸짓, 컴퓨터 모델이 있다. 최근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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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표상이란 환경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정보도 있지만, 외부

적 세계와 내부적 세계가 연결되어 결합된 시스템을 이루면서 “과정”에 

놓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시 이해되고 있다. 즉, 내부적 표상과 외

부적 표상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결합된 시스템(coupled 

system)의 형태로 추론 과정에 사용된다. 추론 과정에서 내부적 표상과 

외부적 표상의 커플링(interanl and external representational 

coupling)이 정신적 모델링에서의 정신적 표상의 본질이다(Nersessian, 

2008). 추론하는 동안 외부적 표상과의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작업 기억

에서의 멘탈 모델은 모상적 측면(modal aspect)을 가진다는 견해 또는 

지식 표상에 관한 지각 이론(perceptual theories)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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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연구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개념은 천문 분야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

제 중의 하나로,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아이들은 종종 

전체적인 달의 위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며(Hobson et al., 2010; 

Trundle et al., 2007), 중학교를 통해서도 규칙성 있는 달 위상 변화를 

표상하지 못할 수 있다(Trundle et al., 2010). 어린 아이들은 위상 변

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달 앞에 구름이 있다고 하는 단순한 엄폐 원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지구로 인한 그림자는 달의 위상변화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대안적 

설명이다(Baxter, 1989; Schoon, 1992; Trundle et al., 2002). 달의 

공전을 학습한 학생들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를 통과하면서 위상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Baxter, 1989). 학생들은 종종 달의 위상 변화가 

분이나 시 단위의 짧은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고 믿는다. 이것은 달의 위

상변화가 구름 때문이라거나 뭔가에 의해 가려지거나, 지구의 그림자를 

통과하면서 발생한다는 학생들의 설명과 맥을 같이 한다.(Plummer, 

2014). Schoon(1992)은 초등학생부터 성인 학생까지 1,21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2.9%의 학생들이 미국에서 보름달이 뜨는 같은 날 밤, 오

스트레일리아에서는 달이 다른 위상으로 보인다고 응답하였음을 보고하

였다.

  달의 위상 변화 수업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여 교수·학습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학생들은 2차원적 표상을 

이해하는 것과 3차원 공간에서의 위치관계를 2차원의 그림으로 해석

(translating)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는다(Parker & Haywood, 1998).   

이미애와 최승언(2008)은 달의 위상변화와 관련한 교과서 모델은 평면

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황도와 백도가 5°가량 기울어져 있다는 표현이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삭과 망 때마다 식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대

안 개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측면에서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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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위상변화를 나타내는 보완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Plummer(2014)는 천문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와 움직임을 이용해야 하며 

공간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였다. 맹승호 외(2014)는 공간적 사고

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천문시스템을 학습할 때 활용되는 공

간적 사고 3가지를 제시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2차원의 평면 자료를 3

차원의 공간적 자료로 또는 그 반대로 서로 전환하는 능력’을 포함시켰

다. 

  한편, 달의 위상 변화 단원과 관련한 수업 혹은 연구 과정에서 학생들

의 공간적 사고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외부적 표상이 사용되어 

왔다. 물리적 모델은 학습자가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다양하게 배열해

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상을 관찰하면서 상황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

다(Shen & Confrey, 2007). 탐구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모두 코드화

(encode)하는 데 시간을 쓰기 보다는, 외부 세계에 정보를 놓고 필요에 

따라 접근하여 외부적 요소(environment) 자체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

로서 인지적 부담을 덜 수 있다(Wilson, 2002). 물리적인 모델을 활용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정신적인 표상(mentally representing) 과정과 공

간적인 정보 적용의 정교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Uttal, 2000). 채동현

(2008)은 달 위상 변화를 표현하는 3차원 모형 개발을 통해 예비 교사

들이 태양, 지구, 달을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여 달의 

모양이 지구의 그림자 때문이라는 오개념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정아 외(2015)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공간적 사고를 지원

하기 위한 교사들의 수업 실행 사례를 나열하면서 교사들이 천문단원 수

업에서 모형, 동영상, 실제 학생 스스로가 천체가 되어 움직여 보는 활

동 등의 교수 활동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Parnafes(2012)는 학생들

에게 광원과 물리적 모델을 안내하여 달의 위상변화에 대한 설명 유형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물리적이고 근감각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천문단원에

서 학생들의 공간적 사고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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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arker & Haywood, 1998; Rivet & Kastens, 2012)  달 위상변화

와 관련하여 스티로폼에 램프를 비추면 자신의 머리를 지구로 간주하여 

다양한 각도로 보게 하는 근감각 및 정신운동성 모델링(kinaesthetic 

and psychomotor modelling)을 수업에 적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Plummer, 2014). 작은 공이 달을 대신하

고, 광원장치가 태양을 대신하는 기회를 경험한 학생들은 달의 위상변화

를 설명하는 데 상당히 발전된 결과를 나타냈다. 몇몇 연구에서는 이러

한 교수법이 학생들 자신의 관찰과 의견교환, 반성 등과 같은 메타인지

와 함께 결합되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Trundle et 

al., 2002, 2007, 2010; Wilhel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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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과정

   본 연구는 주된 목적은 천문 현상을 다루는 중학교 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활동에서, 스티로폼과 같은 3차원 외적 표상이 소집단 모델링 과

정에 기능하는 바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설계에 있어서 모델

링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 해당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단원, 연구 

참여 학교의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야 했다. 이를 감안하여 선정한 학습 

주제는 중학교 3학년의『지구를 돌면서 모양이 바뀌는 달』단원이다. 수

업 촬영에 앞서 과학적 모델의 본성과 모델 기반 탐구 학습, 달의 위상 

변화 학습 등에 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후 지구과학교육과 교

수 1인, 지구과학 전공 교사 겸 연구자 2인, 지구과학교육 전공 연구자 

2인과 함께 수업 모듈 개발, 검토, 수정 · 보완 과정을 거쳐 <표 1>과 

같은 3차시 분량의 수업을 설계하였다. 일반 중학교의 학사 운영 방식에 

따라 전체 수업은 블록타임으로 묶지 않았으며, 각기 다른 3일에 걸쳐 

한 차시씩 진행하였다(2016년 9월 1일/6일/8일).

개발된 수업 모듈은 2016년 9월 서울 소재의 남자 중학교 3학년 1개 

학급에 적용하였다. 학생들은 남학생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중학교

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소득 수준과 학업 

성취도가 중간 수준에 속한다. 해당 학교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연구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해 왔고, 이번 연구에 참여한 3학년 

학생들 역시 자신들이 2학년일 때인 2015년에 “대기 대순환” 단원에서 

소집단 모델링 수업을 경험한 바 있다. 연구의 목적과 의미, 과정에 대

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34명의 학생과 학부모 전원에 대해 연

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수업 촬영 후에는 참여 학생 중 일

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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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자료 수집

1

차

시

현상/이론

제시

◦ 달의 위상변화 현상 관찰

◦ 달의 공전

◦ “본다”는 것의 의미

  → 광원 vs 광원이 아닌 것

◦ 빛의 직진, 반사

교사의

수업자료

2

차

시

개인

초기모델

(약 20분)

◦ 개인별 초기 모형 생성
개인별

활동지

모둠

중간모델

(약 20분)

◦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지 않는 소집단 활동

◦ 합의된 1개의 모둠 모형 구성

모둠

중간 모형

녹화 / 녹음

3

차

시

모둠

최종모델

(약 20분)

◦ 교구를 사용하는 소집단 활동

◦ 2차시에서 생성한 모둠 모형 수정

◦ 제공한 3차원 외적 표상

3차원 외적 표상 사용 의도

15cm 스티로폼 공 지구

5cm 스티로폼 공 달

검정색 테이프 달에서 빛을 

받는(받지 않는) 

부분을 표현노란색 테이프

핀

모둠

최종 모형

녹화 / 녹음

모둠별 

발표

(약 20분)

◦ 모둠별 최종모형 발표

◦ 모둠간 모델 평가
녹화 / 녹음

표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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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

1) 연구 참여 교사

  참여교사는 교육 경력 14년의 서울 S중학교 소속 중학교 과학교사로, 

지구과학교육을 전공한 남교사이다. 달의 위상 변화를 주제로 한 예비교

사의 모델링 과정을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 취득 이후 

현재까지도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 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모델링 수업의 철학적 이해와 수업 실행 면에서 상당

한 전문성을 보유한 교사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 선정과 수업 모듈 

개발 및 검토, 교실 수업 실행에 이르는 연구의 전반적 과정에 함께 참

여하였다. 

2) 연구 참여 학생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결석생 1명을 제외하고 1개 학급, 33명의 

남학생이다. 학생들은 총 8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모둠당 4~5명의 학

생이 편성되었다. 모둠별로 진행된 모델링 활동 중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지 않은 소집단 활동과 3차원 외적 표상을 활용한 소집단 활동

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수업 내용

    본 연구에서 수업의 목표는 소집단 모델링 활동을 통해 달의 위상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업

은 <그림 6>과 같이 총 3차시로 계획되었다.

    2016년 9월 1일(목)에 실시한 1차시에서는 학생들이 달의 위상변화

를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전, 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달의 위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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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본 연구의 수업 흐름

화 현상과 이와 관련 이론들을 다루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달의 궤

도에 관한 초기 개념이 없거나 대안적 설명만 사용하는 학생들은 지도 

후에도 과학적 설명에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한다(Barnett & Morran, 

2002).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성취수준을 만족해

야 하는 일반계 중학생들이 연구 대상임을 고려하여, 달의 공전 운동

과 달의 공전궤도면이 지구 공전궤도면에 대해 기울어져 있음을 1차

시 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제시하였다. 또한 스텔라리움을 이용하여 우

리나라에서 관측되는 달의 위상 변화 패턴 파악, 빛의 직진과 반사,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본다는 것의 과학적 의미를 다루었다.

    2016년 9월 6일(화) 2차시 수업에서는 모델링 수업 주의사항 안내

를 시작으로, 개인별 모델(이하 초기 모델) 생성과 이를 토대로 하여 

3차원 외적 표상을 활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소집단 모델링 활동을 진

행하였다. 이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서 각 모둠은 1차 모둠 모델(이하 

중간 모델)을 생성하여 제출하였다. 연구 참여 학교의 과학실은 스마

트 기기를 활용하여 소집단 활동의 결과물을 교사가 온라인을 통해 즉

시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8개의 모둠에는 학생들이 

소집단 모델링의 결과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패드가 1개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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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고, 교사에게는 각 모둠의 결과물을 제출받을 수 있는 스마트패드

가 1대 마련되어 있었다. 교사의 스마트패드는 과학실 전면에 놓인 대

형 스크린과 연결되어 있어서 모둠별 모델이 전체 학생에게 효과적으

로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2016년 9월 8일(목) 진행한 3차시 수업에서는 지구, 달, 관측자 등

을 상징할 수 있는 3차원 외적 표상을 제공하여 소집단 모델링 활동

을 다시 진행하였다. 달의 위상변화를 설명하는 학습시 중요한 요소는 

광원이 구형의 물체를 비추는 정신 모델을 우주기반 관점과 지구기반 

관점을 넘나들면서 생성하는 능력이다(Parker & Haywood, 1998). 

우선, 지구와 달을 표현할 수 있는 구형의 입체로서 10cm, 4cm 크기

의 서로 다른 스티로폼 공을 제공하였다. 또한 어두운 교실 환경이 학

생들간의 토의 과정을 방해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등과 같은 광원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스티로폼 공을 감을 수 있는 노란색, 검은색

의 테이프를 제공하였다. 또한 우주기반 관점과 지구기반 관점을 전환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스티로폼 공에 꽂을 수 있는 핀을 제공하여 지

구에 위치한 관측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2차시에 

생성한 중간 모델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스마트패드에 재작성하여 수

정된 모델(이하 최종 모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차

시 후반부는 모둠별 발표 시간을 통해 각 소집단의 모델을 학급 전체 

학생 공유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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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2차시와 3차시 수업에 대해 전체적인 수업 상황을 살펴

보기 위하여 2대의 캠코더를 과학실 앞뒤에 각각 설치하였다. 또한 소집

단 모델링의 과정과 교구 활용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여 모둠별로  

캠코더와 녹음기를 각각 1대씩 설치하였다. 수업 촬영은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함께 진행하였고, 관찰되는 특이사항에 대해 연구 노트를 작성

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초기 정신 모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

여, 소집단 활동을 진행하기 전 개별 활동지(부록 1)를 통해 그림과 글

로 개인 모델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고, 활동지는 수합하여 연구 자

료로 활용되었다. 이후 각자의 개인별 모델을 토대로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지 않은 채 약 20분 동안 모둠별 소집단 모델링 활동을 진행하여 

모둠의 중간 모델을 작성하였다. 이후 다음 차시에서, 3차원 외적 표상

을 활용한 모델링 활동을 약 15분 동안 진행하여 이전 차시에서 만들었

던 모둠의 중간 모델을 수정하였고, 이를 최종 모델로 제출하여 발표하

였다. 3차원 외적 표상의 사용 여부에 따른 소집단 모델링 활동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2차시 수업 후반부와 3차시 수업 초반부를 동영상 촬

영 및 녹음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 학생 총 

33명의 초기 개인 모델, 교구 활용 전 모둠 중간 모델 8개, 교구 활용 

후 수정 작업을 거친 모둠의 최종 모델 8개를 수집하였다.

  학생들의 담화와 활동에서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사후 인터뷰를 실

시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자료 분석

  8개의 소집단 중에서 분석을 수행한 모둠은 4개(A, B, C, D모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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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둠당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개의 모둠은 3차원 외적 표상을 이

용해 산출물을 만들긴 했으나 모델을 통해 현상을 설명하거나 검토하는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지 2개의 모둠은 교과서를 통해 목표

로 하는 모델을 미리 확인한 것이 드러나 3차원 외적 표상의 활용 여부

와 모델의 변화 여부를 관계 짓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달의 위상변화에 대한 소집단 모델링 활동에서 3차원 외적 표상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6>의 2차시 후반부와 3차시 초반부의 

모델링 과정을 집중 분석하였다. 각 모둠 학생들은 동영상 촬영 화면에

서 보이는 자리 배치에 따라 왼쪽 앞을 S1로 하고, 시계방향에 따라 왼

쪽 뒤를 S2, 오른쪽 뒤를 S3, 오른쪽 앞을 S4로 코드화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소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코드 앞머리에 각 모둠을 A, B, C, 

D로 표시하여 총 3자리의 학생 코드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BS2는 

B모둠에서 2번 자리에 앉은 학생이다. <그림 7>에 A모둠 학생들의 코

드 예시를 나타내었다. 교사는 T로 표시하였다. 학생들의 언어적 표현은 

물론 몸짓이나 3차원 외적 표상의 사용 모습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

도 세밀하게 전사하였다.  2차시 초반부 소집단 활동의 분석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담화의 의미를 좀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초기 모

델을 함께 분석하였다. 

                                              촬영화면

책상

AS1

AS2 AS3

AS4

그림 7. 학생 코드 예시(A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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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3차원 외적 표상의 활용과 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활동 참여 

양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obin(1986)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

구에 적합하도록 <표 2>와 같은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Tobin은 과학 수

업에서 나타나는 학생 참여 양상을 9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나눈 바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모델링 참여 양상을 『Off-task』, 

『Planning』, 『Drawing』, 『Modeling』의 4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후, 『Off-task』를 제외한 3개의 영역에 대하여 각각 『Attending』

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MA”는 『Modeling-Attending』을 코드화

한 것으로 모델링 영역의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지만 직접적인 발화는 나

타나지 않는 참여 방식을 뜻한다.

구분 코드 내용

On-

Task

modeling

(모델)

M

∙ 모델과 관련한 설명이나 정보, 의견을 묻는다.

∙ 모델과 관련한 설명이나 정보, 의견 말한다

∙ 구성한 모델을 설명, 사용, 평가한다.

MA

∙ 모델링 활동을 하는 모둠원을 바라본다.

∙ 다른 모둠원과 논의 없이 자신의 개인 모델을 

보거나 수정한다.

Drawing

(그림)

D

∙ 모델에 대한 발화 없이 스마트패드에 모둠의 

모델을 직접 그린다.

∙ 2차원의 모델을 심미적 관점에서 논의한다.(크

기, 색 등)

DA ∙ 작성되고 있는 2차원 모델을 바라본다.

Planning

(계획)

P

∙ 주어진 3차원 외적 표상의 활용법을 논의한다.

∙ 모델링 활동에 필요한 교구를 만든다.(스티로폼 

공의 절반에 노란색 테이프를 감는다 등)

PA ∙ Planning 중인 모둠원을 바라본다.

Off-Task O ∙ 과제와 관련 없는 행동을 한다.

표 2. 소집단 모델링 참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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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분석틀을 토대로 3차원 외적 표상 미사용 소집단 모델링 활동(약 

20분)과 3차시 외적 표상을 사용한 소집단 모델링 활동(약 15분)에 대

해 각 개인별로 20초 단위의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소집단 구성

원 4명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참여해 가는지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 

39, 41, 44, 48).

  또한 <표 2>에 제시된 참여 영역 중 학생들의 인지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Modeling』영역에서의 참여에 대해, 그 양상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강은희 외(2012)가 제시한 모델링 담화 도식을 연구에 맞게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분석틀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구분 내용

질문(Question)

∙ 추가적인 설명이나 의견 등을 요청함

∙ 자신이 알고 있는 것 혹은 자신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

여 상대방의 확인을 구함.

자료(Data)
∙ 관찰한 사실 또는 학생들의 배경 지식에 관한 것

∙ 모델 구성의 조건이 되는 것.

모형(Model)
∙ 그림 또는 교구를 사용하면서 모형을 설명하는 것

∙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원리나 추론에 관한 것

표 3. 모델링 담화 분석틀 

  분석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담화나 행동의 의도가 불분명하여 그 의

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3차원 외적 표상의 사용이 학생

들의 모델링 활동에 미친 영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상황

에서는 모델링 활동 촬영 영상에서 연구자가 추출한 구체적 상황들을 학

생과 연구자가 함께 보면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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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3차원 외적 표상의 기능

  이 절에서는 달의 위상 변화에서 대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

업에서 3차원 외적 표상이 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활동에 기능하는 바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수업 중 3차원 

외적 표상을 활용하여 진행된 3차시 소집단 모델링 활동에 주목하였고, 

각 소집단에서 나타난 모델링 활동의 예시를 함께 제시하였다.

1. 공통의 내부적 표상 구성

  1) 공간적 사고력의 편차를 극복하는 기능

   

그림 8. B모둠 중간 모델 

   

그림 9. 교구를 통한 달 위상 확인

    3차원 외적 표상 활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기능

으로, 모둠 구성원들 간의 공간적 사고 능력의 차이에서 유발되는 2차

원 모델 해석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모델을 공유하는 과정을 강화하는 

기능이다. 3차원의 속성을 지닌 모델이 2차원에서 표현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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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1 : 이렇게 있어. 태양이야. (손으로 달을 움직이며) 빛이 와. 여기 

있으면 여긴 어두워. 안 보이는 거야. 

BS4 : 삭삭

BS1 : (달을 반시계방향으로 90도 이동시키며) 여기로 오면은.

BS4 : 하현

- 중략 -

BS1 : (달을 45도만 공전시켜 그믐의 위치로 옮긴 후) 이렇게 봤을 때.

BS4 : 여기는...

BS1 : 이렇게 봤을 때 (달을 테이블 밖으로 멀리 빼서 자신과 모둠원들이 

다같이 볼 수 있게 하며) 봤으니까 초승…. (달을 테이블 안으로 

가져와서 초승과 그믐의 위치를 번갈아 위치시키며) 여기가 

그믐이냐 여기가 그믐이야?

BS4 : (BS1의 들고 있던 교구를 자신에게로 가져와 그믐일 때를 

설정하며) 이렇게 되야.

BS2 : 그믐

모델을 이해하는 각 개인은 같은 모델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만약 3차원 외적 표상을 통해 소집단 모델이 공간상에서 시각화 되면, 

구성원 모두가  공통된 내부적 표상을 소유하면서 이후의 모델 “공동” 

구성하기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다.

    B모둠의 경우, 모둠 중간모델 생성 단계에서 3차원 외적 표상을 활

용하지 않고서도 <그림 8>과 같이 이미 수업이 목표로 하는 모델에 

거의 근접한 소집단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2차원 모델은 

우주기반의 관점만이 반영된 모델이고, 지구 관측자 관점에서 보이는 

달의 모습을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 즉, 소집단의 구성원들은 형식적

으로는 같은 모델을 공유했지만, 공간적 사고력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내부적 표상을 갖게 할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차시에서 B모둠에게 스티로폼 공이나 핀과 같은 교구가 주어

지자, 학생들은 노란 스티로폼 공의 절반에 검은 테이프를 감아 태양

빛이 달의 절반을 비추는 것을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그림 9>와 같

이 달을 손에 들고 위치를 변화시키며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의 노

란 부분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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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한 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BS1이 나머지 구성원들(BS2, BS4)과 말차례를 주고받거나 주의집중

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소집단 구성원들이 

3차원 현상에 대한 공통의 내부적 표상을 가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

한다. 

    또한 2차원의 <그림 8>을 사용하는 소집단 활동에서는 모델을 검

토, 수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패드의 크기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집단 

구성원들의 시야를 집중시켜야 했다. 그러나 3차원의 표상을 사용하게 

되면서, 소집단 상호작용의 물리적 공간이 확대되었다. 학생들은 스티

로폼 공의 위치를 폭넓게 설정해가면서 우주기반 시점과 지구기반 시

점 사이를 쉽게 전환할 수 있었다. <그림 9>에서 보듯, 학생 BS1은 

달을 모둠의 테이블 밖으로 멀리 빼내어, 소집단 구성원 모두가 지구 

관측자의 시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3차원 외적 표상은 2

차원에 비해 모델의 시각화가 가능한 공간을 넓힘으로서, 모둠의 모델

이 설명할 수 있는 천문 현상을 소집단 구성원 모두가 함께 확인하고 

공통의 내부적 표상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전 모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인터뷰에

서도 3차원 외적 표상의 사용이 모둠 모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연구자 : 달의 위상변화 모둠 활동시, 교구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나요? 

BS4   : 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예를 들면 달이 햇빛을 받는 면 표현할 

때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 (학생이 작성했던 활동지를 보며) 이렇게 하면 표현이 잘 안 돼?

BS4   : 그림으로 그리면 되긴 하는데, 저번처럼 나가서 발표할 때, 그 때

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가서 보여줘야 되니까 있으면 좋다고 생

각해요.

연구자 : 다른 애들은 이 그림(학생의 활동지 그림)만 보고서는 이해를 못

할 것 같다는 거야? 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야?

BS4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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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달의 위상변화 모둠 활동시, 교구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나요? 

CS4   : 저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보고 했을 때 이해도가 좀 더 좋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걸(교구) 가지고 했을 때 확실히 그림보다 좀더 

이해하기 편했던 거 같애요.  

연구자 : (교구 없이) 처음에  모둠 모형 낼 때, 이해가 갔었나요?

CS4   : 이해는 다 됐는데,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는 좀 있었어

요. 둘 다 애들이 설명을 잘 해줘서, 생각 자체도 잘 맞아가지고 

이해는 다 됐는데, 확실히 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3D 같은 경

우에는 한 번 정도만 봤을  때도 애들 설명 듣는 것만 해도 되는

데,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제가 그걸 보고 몇 번 생각을 해보고.

연구자 : 애들 설명을 들어도?

CS4   : 들어도 몇 번 그림을 보거나 생각을 좀더 했었어요. 교구로 이용

하게 되면 보자마자 확실하게 이해가 됐고, 한번만 들어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금방금방 파악이 됐었는데, 이거(그림)로 보면 애

들이 설명한 내용을 기억했다가 그림을 보고 다시 곱씹고 곱씹고 

그런 다음에 이해를 했었어요.

연구자 : 달의 위상변화 모둠 활동시, 교구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나요? 

DS2   : 그림을 그리면 2D잖아요. 애들한테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아니 모호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 보다 교구를 

사용해서 좀더 이해하기가. 저 번에 C모둠인가가 과학실 전체를 

썼잖아요. 그거에서 더 이해가 잘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구를 사

용하면 훨씬 더 애들한테 편리하게 설명할 수 있고 애들도 이해

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구자 : 그림으로 설명할 때 한계가 뭔 거 같애요.

DS2   :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야 하나? 평면이, 입체형이 아니니까. 교구

를 사용하면 정확한 모습에서 정확하게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보다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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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천체의 공전궤도면 설정을 통일하는 기능

  

그림 10. 수평면에서 달의 공전

   

그림 11. 연직면에서 달의 공전

    

DS3 : (파란공과 흰 공을 잡고)어떻게 도는 거지?

DS4 :
(DS3이 잡고 있던 흰 공을 수평면 상에서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이며)이렇게

DS1 : (공 두개를 뺏어오며 수평면에서 돌리면서)이렇게 돌지.

DS3 :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이렇게(연직면 상에서 돌린다) 돈다고 

하지 않았어?

    DS3는 “달이 공전한다”는 명제는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이 공간상

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모둠원들에게 물었다. DS4는 공전의 방향을 

묻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수평면 상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스티로폼 

공을 공전시켰다. 반면 DS3는 교구를 이용해 “연직면”에서 스티로폼 

공을 돌리면서 모둠원들에게 달의 공전을 재차 질문한다. 이를 보고 

DS1은 스티로폼 공을 이어 받아 “수평면” 상에서 공전하는 달의 모습

을 표현하였다. 이후 DS3는 모둠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달의 공전 

궤도를 “수평면” 상에서의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이 장면은 학생들이 

달의 공전에 관해 같은 2차원의 모델을 접했을지라도, 그것을 3차원으

로 표상하는 방식은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구

성원들의 표상 방식의 차이는 3차원 외적 표상를 활용한 모델링 과정

에서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실질적인 모델링 과정을 진행하기 이전

에, 기본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표상을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교구가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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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현 기능 부족으로 인한 정신 모델 공유의 제약을 극복

    ① 관측자의 위치를 중위도로 특정하여 표현

      

그림 12. 천정을 향한 핀

  

그림 13. 핀의 위치를 중위도로 조정

      

AS2 : 들고 있어봐. (지구, 달, 태양 순서로 교구를 배열한다.)  

AS1 : (지구에 꽂혀 있는 빨간색 핀이 연직 위 쪽 방향으로 

놓이도록 교구를 든다.)

AS2 : (학생 AS1이 들고 있는 지구에 꼽힌 핀이 연직 방향으로 

놓인 것을 보고, 핀이 달 쪽을 바라보도록 살짝 기울인다.) 

       AS2는 지구를 대신하는 스티로폼에 관측자를 의미하는 빨간 핀

을 꼽고, 이것을 AS1에게 들고 있기를 부탁한다. AS1은 지구를 받

아 핀이 천장을 향하도록 스티로폼 공을 잡고 있었다. 이를 본 학

생 AS2는 지구의 핀을 달 쪽을 향하도록 살짝 기울인다. 이것은 

관측자의 위치가 중위도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

이었다. 그런데 스티로폼을 사용하기 전 작성된 A모둠의 중간 모

델(그림 14)에는 관측자의 위치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한

편 <그림14>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학생은 AS2이고, AS2의 초기 

모델에는 <그림 15>와 같이 지구를 입체적으로 그리면서 관측자의 

위치를 태양 반대편에서 중위도에 위치한 것을 의도하려 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사후 인터뷰에서 AS2는 <그림15>에서 관측자의 

위치는 대한민국(중위도)인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자 : (AS2의 초기 모델을 보며) 관측자 위치는 여기로 한 거에요?

    AS2   : 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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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학생 AS2는 개인의 초기 모델에서 관측자의 위치를 중위도로 

표현하였지만, 모둠 중간 모델을 2차원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관측자 

위치의 표현이 누락되었고,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한 모델링 과정에

서 중위도 관측자의 위치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AS2가 관측자의 위치를 중위도로 설정한 것은 달의 위상 변화를 설

명하는 개인 모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다. AS2는 <그림 

15>를 이용해 개인 모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자전을 고려하

지 않았다. 삭이 나타나는 이유는 달이 공전하여 지구와 태양의 사이

로 위치하면, 관측자가 바라보는 하늘에 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상현, 하현, 초승, 그믐이 나타나는 이유는 달이 공

전하면서 고정된 위치에 있는 관측자의 시야에서 달이 빠져 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AS2 : 봐봐.  (자신의 눈 앞에 손으로 동그란 구를 만들며) 달이 

여기 있지. 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근데 달을 정중앙으로 

보고 있어. 그럼 달이 다 보이겠지. 근데 달이  뒤에 있잖아? 

안 보이지? 뒤에 있으니까. 뒤통수에 눈 달렸냐? 아니지. 

앞통수에만 눈이 달렸지. 그러니까 달이 뒤에 있으면 안 

보이는  거야. 그 다음 오른쪽에 있으면(오른쪽 45도 허공에 

손으로 구를 만들며) 절반만 보여. 왜냐면 여기 해가 있거든. 

그럼 여기  절반만(왼손으로 왼쪽이 부푼 달을 묘사하며) 

보여. 근데 아예 이쪽으로 가잖아?(오른쪽을 가리킨다)

  

그림 14. A모둠 중간 모델

   

그림 15. AS2 초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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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설명의 기본 전제가 지구의 자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둠의 모델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

극이 아닌) 중위도에 위치하는 관측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

고, AS2는 이러한 조건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제공된 핀의 위

치를 조정한 것이다. AS1의 입장에서 모둠 모델인 <그림 14>를 통해

서는 관측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고, AS2가 핀이 꽂힌 

스티로폼을 건냈을 때 핀을 중위도로 설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이다. <그림 14>로는 AS2의 정신 모델을 공유할 수 없었고 이것은 

AS2가 자신의 생각을 2차원 그림으로 표현하는 역량이 부족했기 때

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구를 활용한 모델링 활동에서 AS2는 AS1이 천장을 향해 

핀을 위치시키는 것을 통해 모둠 모델이 서로 공유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핀을 기울이는 한 번의 동작으로 모델에서 관측자의 위

치와 관련된 조건을 소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요약하면, 모둠 구성원 누군가의 정신 모델에는 표상되어 있는 개념

을 2차원 모델로서 공유하려고 할 경우, 학생의 표현력 부족으로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내적 표상을 갖지 못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종종 표

상 능력(representational skill)이 부족하여 타겟 현상에 대한 기본적

인 글조차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생각을 그림이나 도

해(diagram)로 전환하는 능력도 부족하다(Windschitl et al., 2008). 

따라서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서 2차원을 이용한 모델 구성은 구성원 

간의 정신모델을 공유하는 데는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함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공간상에서의 기울어진 달의 궤도면 표현

     AS2는 스티로폼 공이 주어졌을 때 <그림 16>과 같이 달이 수평면

에서 살짝 기울어진 평면을 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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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기울어진 달의 궤도

AS2 : 달은 그거야.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달의 

공전궤도면을 수평면에 대해 

기울이게 표현한 후, 

기울어진 달의 공전 모습을 

표현한다.)

     이것은 A모둠의 소집단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 때까지의 담화에 나

타나지 않았던 조건이었다. A모둠의 중간 모델 <그림 14>에서도 달

의 공전 궤도면이 기울어졌다는 조건은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반면 

AS2의 초기모형인 <그림 15>를 보면, 점선으로 표현한 삭과 연필로 

색칠한 망의 위치가 종이에서 위 아래로 특징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인터뷰를 통해 AS2는 <그림 15>를 작성할 때 기울어진 달의 공

전궤도를 이미 표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 개인 초기 모형에서 달을 살짝 높게 그리고, 점선을 아래쪽에 그

렸는데 이것이 특별히 의미하는 게 있나요?

AS2   : 양쪽으로 그리면 여기(보름)는 지구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

래서 여기(보름)은 위로 올리고 여기(삭)는 밑으로 내렸어요. 

연구자 : (교구를 건내주며) 이걸로 얘기하면?

AS2   : 여기가 지구고, 이게 달이면, (망의 위치에서 달을 위로 올리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삭의 위치에서 달을 아래로 내리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에요.

      이러한 상황은, 어떤 학생이 태양-지구-달 시스템에 대한 3차원

의 내부적 표상을 떠올렸다 할지라도, 2차원 평면 상에서의 표상 활

동에서는 그 표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번 사례는 2차원에서 적절한 표현법을 알지 못했던 학생이, 3

차원 외적 표상를 활용하게 되면서 모델과 관련한 자신의 아이디어

를 구성원들과 좀더 효과적으로 공유하게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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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조건의 추가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함으로서 기존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건, 

특히 연직축 방향에서의 움직임과 관련된 조건이 모델에 새롭게 추가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조건은 3차원 외적 표상을 통해 그대로 표현되

어 모둠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3차원 내부적 표상을 즉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조건의 추가는 대안적 모델의 생성 혹은 모델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출발점으로 작용한다.

1) 천체 운동의 가능성이 평면에서 공간으로 확대

  ① 연직축에서의 움직임 가능성 발견

그림 17. D모둠 중간 모델

   

그림 18. DS4 초기 모델

    <그림 17>은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성된 D

모둠의 중간 모델이다. D모둠의 중간 모델은 DS4의 개인 초기 모델

(그림 18)이 모둠의 모델로 선택된 것이다. 태양-지구-달의 순서로 천

체가 놓일 때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막아 그림자를 만들 수 있고, 

공전하던 달이 지구의 그림자로 들어가 삭이 된다는 것이다. 이 모델

에 의하면 상현, 하현, 초승 등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들어가거나 빠

져나오는 과정에서 달의 일부분만 빛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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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3 : (작은 공을 큰 공보다 연직위로 들면서)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DS4 : 뭔가 그럴 듯해. 관측자가 여기 있고(핀) 딱 해서  보이고. (달을 

망의 위치에서 45도 반시계방향 이동시키고 관측자의 시야에서 먼 

부분을 툭툭 치며) 일부는 가려지잖아. (관측자와 가까운쪽을 

두드리며)안 가려지는 부분만 보이겠지. 맞는 거 같은데?

DS1 : 뭐라고 뭐라고? 다시 다시 다시.

DS4 :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잖아. (달과 지구를  일직선에 놓는다)완전히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보름달이 설명이 되지

명된다. 이는 달의 위상변화 원인에 대한 학생들의 선개념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지구 그림자 모델에 해당한다(Baxter, 1989; 

Schoon, 1992; Trundle et al., 2002). 그러나 이 모델만으로는 보름

달이 나타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DS3와 DS4는 모

둠의 중간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모델로는 보름달을 설

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델에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모델의 수정을 이루지 못하고 첫 번째 모델링 활동을 마치게 된다.

    다음 차시 3차원 외적 표상을 제공한 소집단 모델링 활동에서 학생 

DS3은 <그림 19>와 같이  “수평면상에서” 스티로폼 공을 이리저리 

움직여보며 보름달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고심한다. 

DS3은 지구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위치를 기준으로 달을 움직이던 중, 

<그림 20>과 같이 달을 “연직 위로” 들어 올려 보게 되었는데, 이 때 

달이 지구의 그림자를 빠져나올 수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DS3은 

놀라는 소리와 함께 이 사실을 모둠원들에게 알린다.

  

그림 19. 수평면에 제한된 달의 움직임

   

그림 20. 달의 연직축 움직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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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 : (큰 스티로폼 가리키며)이게 지구라고?

DS4 : (지구 뒤편에서 장풍을 밀듯이 하며)태양빛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잖아. 이게 보름달이지.

DS1 : 오~~ 이렇게 되면(달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며) 반달. 

이렇게 되면은… 오~~~ 그려보자.

DS3 : 다른 건 어떻게 설명해? 헤헤 다른 건 설명이 안되는데?

DS4 : 아니야 될거야?

DS1 : (달을 잡고 지구 주위로 돌리며) 이게 지구 달 사이 공전하는게 

이렇게  도는게 아니라, (달을 지구 옆면에서만 수직방향으로 

돌리며)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 대안모델 1 (그림 21)

DS2 : 왜 그렇게 돌아?

DS1 : 선생님 달의 공전이 완전히 지구를 동그랗게 도는 거에요?

    DS3가 발견한 연직 방향으로도 움직이는 달은 스티로폼 공을 매개

로 모둠원들에게 즉시 공유되었고, 모둠원들(DS1, DS4) 역시 DS3의 

아이디어를 스티로폼 공을 통해 검토하면서, 이후 모델수정 활동을 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새로운 대안 모델의 등장 및 모델의 수정

     달이 3차원의 공간에서 연직축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조

건이 추가되면서 D모둠은 보름달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D모둠은 바로 이어서 망과 삭 이외의 나머지 달의 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모둠 모델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모델의 수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

정에서, 학생들은 제공된 교구를 번갈아 사용하며 상호작용하는 모습

을 보였다. 스마트 패드에 표현된 2차원의 수정된 모델은 학생들의 

상호 작용 과정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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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모든 건 완전히 동그란 것은 없는데, 거의 동그랗다고 보지

DS4 : 그러면 이렇게 되나 보지.(달을 지구 둘레로 기울어지게 

공전시킨다) 기울어져서.  ☞  대안 모델 2 (그림 22)

DS1 : 태양빛이 이렇게….

DS4 : 안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지구 그림자 모델에 기초하여 달의 

위상 변화 설명을 시도한다. 반달을 설명하기 위해, 지구에 의한 

그림자 영역에 달의 공전궤도가 겹쳐지도록 공전시킨다.)  

(달에서 지구와 가까운 쪽을 가리키며) 가려서 안 보이고, (다시 

자신쪽으로 좀더 당기며 달을 공전시킴) 좀더 가면은 더  가려서 

안 보이고, (달을 삭 위치로 이동시킨 후)여기 가면 안보이고. 

그래야지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림 21. DS1의 대안 모델 제안

    

그림 22. DS4의 대안 모델 제안 

   우선 DS1은 <그림 21>과 같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지 않고, 

연직면 상의 원운동을 하며, 이 과정에서 지구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곳을 달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반복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이

러한 모델은 보름달이 보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난다는 한

계가 있지만, 달의 모든 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달이 

지구를 중심에 두고 돌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로

부터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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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D모둠의 최종 모델

   한편 DS4는 DS1으로부터 스티로폼 공을 넘겨 받아 DS3에 의해 제

안된 보름의 위치에서 출발하여 <그림 22>와 같이 달이 지구를 중심으

로 비스듬하게 공전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모

델을 활용해 반달과 초승달이 보이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 역시 달 

위상변화가 갖는 주기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삭과 망을 제외한 나

머지 달의 출현 순서를 명확히 짚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구

를 중심에 두고 공전한다는 조건이 반영되어 소집단 구성원들로부터 지

지를 얻게 되었고, 모둠의 최종 모델로 채택되었다.

   이 사례에서 DS1과 DS4는 각기 다른 수정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두 

학생 모두 달의 공전 궤도를 추론함에 있어서 연직축에서의 변위를 포

함시켰다. 2차원 그림만을 이용한 활동에서 보름달을 설명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델에 불만을 가진 채 모델링 활동을 끝냈던 것을 감안하면, 

연직축에서 달이 이동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데는 스티로폼 공

의 사용이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차원의 모델 속

에서 평면에 제한되던 달의 움직임이, 교구의 활용으로 인해 수평면은 

물론 연직방향까지 포함하여 추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기존 모

델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례 역시 소집단 구성원들이 공통의 내부적 표상을 소유하

는 데 교구가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D모둠이 수정

하여 채택한 최종 모델인 <그림 22>는  2차원의 스마트패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림 23>으로 제출되었다. 이것은 모둠의 중간모델 <그림 

17>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모델이다. 이것은 공간에 대한 

표현력의 한계가 확인되는 또 하나

의 사례이며, 3차원 외적 표상이 

없었다면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

려웠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게 하

는 대목이다.



- 39 -

2) 구면의 등장으로 인해 관측자가 위치하는 위도 조건을 추가

   지구를 대체하는 외적 표상으로 스티로폼 공과 같이 3차원 구형의 

물체가 제공되면, 학생들은 관측자의 위치를 설정함에 있어서 위도를 

특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모델에서 

관측자가 서 있는 위도를 어디로 설정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지구의 자

전을 고려하는 것과 맞물려 모델링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림 24. B모둠의 최종 모델 

  

그림 25. 달의 위치에 따른 시선 이동

    <그림 24>는 B모둠이 생성한 모둠의 중간 모델이자 최종 모델이다. 

이러한 2차원 모델과 B모둠의 담화를 분석했을 때, 관측자의 위치에 

관한 담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종 모델 제출 후, BS1은 BS4와 함께 모둠의 모델을 발표하였다. 

발표를 도와주기 위해 함께 나온 BS4는 <그림 26>과 같이 핀이 꼽힌 

스티로폼 공을 들고 있었고 그 핀은 천정을 향해 있었다.  BS1은 발

표를 시작하면서 스티로폼 공에 꽂힌 핀이 관측자를 의미한다고 설명

하였다. 이 때, 교사는 관측자의 위치가 지구상에서 어디를 의미하는

지 좀더 명확히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발표자인 BS1은 처음에는 

핀이 꼽혀 있던 “북극”으로 대답했다가, 잠시 후 <그림 27>과 같이 

스티로폼 공을 돌려 핀의 위치가 좀 더 내려오도록(중위도를 표현하도

록) 조작하였다. BS1은 다시 잠시 생각한 후, 핀의 위치를 원래대로 

천정을 향하도록 다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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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북극에 위치한 관측자

    

그림 27. 관측자의 위치 조정

    

BS1 : (큰 스티로폼과 핀을 가리키며)이게 지구고 이게  관측자에요. 

달이 이렇게 도는 거에요

T   : 관측자가 이렇게 있으면 관측자가 어느 동네에 있는거야?

BS1 : 북극

T   : 북극 관측자를 기준으로 했어?

BS1 :
(스티로폼을 움직여 핀의 위치를 중위도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리며) 네.

T   : 그건 어디야? 아. 북극으로 할 거야?

BS1 : 네.

    B모둠은 교구를 활용하는 소집단 모델링 상황에서 줄곧 스티로폼 

공에 꽂은 핀의 위치를 천장을 향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의 위상을 교구를 통해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25>

와 같이 학생의 눈→핀→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달을 반시계방향으로 공전시켰을 때, 자신들의 머리도 반시계방향으로 

이동하여 눈→핀→달을 일직선으로 유지시키며 달의 위상을 확인하였

다. 여기서 핀은 지구상의 관측자에 해당한다. 학생들은 핀과 자신의 

눈이 바라보는 방향을 일치시키면서 지구관점에서 바라보는 달의 모습

을 구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델에서는 지구가 굳이 자전할 이유는 없다. 실제

로 B모둠의 소집단 활동을 살펴보면, 2차원 그림이나 교구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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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모두 지구의 자전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림 25>와 같은 모델 

사용은 지구 관측자가 시간에 관계없이 고정된 자리에 있어도 달의 위

상변화를 설명하는 데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아는 학생들도 달의 위상을 설명할 때는 지구의 자전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Parnafes, 2012).

    결국 D모둠 학생들은 지구상에서 관측자의 위도라는 개념 자체를 

모델에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구로 제공된 핀은 2차원 평면

에서의 원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했고, 학생의 눈과 그 방향을 일치시

키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만약 제공된 핀이 구면의 스티로폼 

위에서 관측자가 위치하는 위도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활

용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위치하는 중위도가 검토되었을 것이고, 이는 

모델에 지구의 자전을 고려해야 할 필요를 불러온다. 왜냐하면 관측자

가 중위도에 위치하는데도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관측자는 눈 앞

에 있던 달이 지구 반대편으로 공전해 나갈 때 한동안 달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B모둠은 교사의 질문으로 인해 구면 상에 위치하는 핀이 관측자의 

“위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천장을 향해 있는 

핀은 북극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잠시나마 불만을 느낀 것이

다. 그래서 발표자인 BS1은 관측자를 우리나라가 위치하는 중위도로 

표현하고자 핀을 살짝 내렸다가, 자전하지 않는 지구에서 관측자가 중

위도에 위치할 경우 구면에 가려 공전 궤도상에 존재하는 달을 일부 

관찰할 수 없게 됨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래서 공전 궤도 상에 있는 

모든 달을 관찰할 수 있는 관측자의 위치를 선택하기 위하여 중위도로 

내렸던 핀을 다시 북극으로 되돌린 것이다.

   연구자 : 선생님이 관측자의 위치를 정해보라고 할 때, 관측자를 북극으로 

위치시킨 이유는 뭐에요?

   AS1   : (스티로폼에 꽂힌 핀을 중위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묘사하며) 이렇게 

해 놓으면, (달을 공전시키며) 제가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러면 만

약에 (달을 지구 관측자의 반대편에 위치 시키며) 달이 여기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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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안 보여요, 달이. 그래서 이렇게 세워야(교구에서 핀을 북극에 

오도록 묘사하며) 달이 돌아도 아무 때나 다 보여요.

  이러한 사례는 스티로폼 공과 같은 입체적인 구형의 물체를 직접 사용

함에 따라, 관측자의 위도 조건이 모델에 추가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이 역시 연직면 상에서의 움직임이다.

  위 사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소집단 모델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사의 개입이 이루어질 때,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는 환경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한된 수업 시간 내에서 다수의 소집

단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교사의 여건을 감안할 때, 교사가 소집단 학

생들의 담화만을 직접 듣거나 학생들의 2차원 그림 모델을 통해 소집단 

모델의 현재 설명력을 자세히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

이다. 그러나 어떤 소집단의 모델이 3차원 외적 표상으로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교사에게 효율적인 의미 전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교사는 교구를 통해 지구의 자전, 달의 공전, 자전과 공전의 속도, 관측

자의 위치, 달의 공전궤도 기울기 등과 같은 모델의 정적 혹은 동적 조

건들이 소집단의 모델링 활동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더 빠르고 세밀

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도 교사는 입체인 스티로폼에 꽂힌 핀

의 방향을 보고 B모둠의 학생들이 관측자의 위치 조건을 간과하였을 것

이라 예상했고,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서 “관측자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았던” 모델이 “관측자의 위치가 북극이어만 하는” 조건이 추가된 모델

로 수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만약 교사가 관측 지점이 우리나라

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면 B모둠의 모델은 지구의 자전이 반영된 모델로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3차원 외적 표상의 사용은 교사의 지원

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소집단 모델에 새로운 조건의 추가로 인한 모

델의 수정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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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동그란 교구의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지구의 자전 조건 추가

     A모둠의 중간 모델은 <그림 14>와 같다. 이 모델은 태양 반대편을 

바라보는 지구 관측자가 제자리에서 고정되어 있고, 달이 공전하면서 

시야에서 점점 사라져 달의 위상이 변한다고 설명하였다. 앞서 B모둠

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이 고려되지 않았다.  2일 후 3차

원 외적 표상이 활용된 모델링 활동에서, 학생 AS1은 모둠의 최종모

델에 “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S1 : (스마트 패드의 모둠 모형을 수정하며) 돈다는 거 표시해야지.

AS2 : 지구도 자전하지? 지구도 자전하는 거 아닌가?

AS1 : 돌아야 된다는 표시해야 되지 않아?

AS2 : (모둠 모형을 수정하며) 그래 알았어. 해줄께. 

     AS1이 제안한 “돈다”는 것이 “지구의 자전”인지 “달의 공전”인지

는 불명확하다. “돈다”는 것을 강조한 AS1의 제안에 의해 A모둠의 

모델에는 “돈다”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그림 28>과 같이 수정된 모

둠의 최종 모델에는 지구의 “공전”이 반영되어 있다. 그림상으로는 

지구의 “자전”까지 반영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소집단 모델링 

활동의 동영상에서는 핀이 꼽힌 스티로폼을 제자리에서 회전시키면서 

달의 위상을 관찰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그림 28. A모둠의 최종 모델

     

그림 29. A모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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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2 : 지구도  자전하는 거야. (스티로폼 공에 핀을 꼽고 회전시키며) 

이런~ 식으로.

AS1 : 알아.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모둠별 발표 시간에도 <그림 29>와 같

이 교구를 활용하여 지구의 자전을 묘사하는 것이 나타난다.

  

AS2 : 이것이(큰  스티로폼) 태양이고, 이게(작은 스티로폼)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핀) 지구에서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표현이고요 

이것이 달을 바라보는 기준점입니다.

- 중략 -

AS1 : (달을  공전시키며) 공전을 하면서, 지구도 이렇게(중위도에 

해당하는 핀이 같이 돌도록 지구를 제자리에서 회전시키며) 

도니까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둠의 중간 모형에 지구의 자전 조건이 불연듯 추가되어 모델

의 수정이 일어난 사례이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

던 학생들이 동그란 구의 움직임을 접하면서 회전에 대한 생각을 자연

스럽게 끌어낸 결과로 해석된다. 둥그런 모양의 스티로폼은 평면의 원

과 달리 그 모습을 직접 바라보는 자체에서 마치 축구공과 같이 굴러다

며 움직일 수 있다는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눈 앞에 입체의 구가 놓여 

있고, 만지고, 바닥에 떨어지는 등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구의 회전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는 제자리에서 회전을 의미하는 지구의 

자전을 연상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정적인 표상에 집중할 

수 있는 2차원의 그림보다는 동적인 표상을 연상하게 하는 3차원의 교

구가 천문 단원과 관련한 모델링에서는 보다 많은 조건을 모델에 반영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례는 공 모양의 외적 표상을 직접 바라보고 만져보는 과정

에서, 회전 조건이 주목되고, 모둠 모델의 수정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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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조작하며 추론을 돕는 기능

  1) 내적 표상과 외적 표상의 coupling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

    달의 위상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모델링 활동은 공간적 

사고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지만, 그것이 달의 위상별 관측 가능 시간까

지 반영할 경우 각 천체들의 자전과 공전 방향은 물론 그 속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태양-관측자-달의 위치 관계를 시스템으

로 이해하고, 그것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차원의 그림은 정지된 순간의 모습에 집중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자전하는 지구와 함께 시간에 따른 천체의 위치변화를 연

속적으로 시뮬레이션하며 표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3차원의 

표상을 조작하는 활동은 공간 상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표현하

는 데 유리하다. 모델링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추론 활동에 직면하였을 때, 3차원 외적 표상을 통해 

천체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직접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추론 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30. CS1 초기 모델

  

그림 31. CS2 초기 모델

  

그림 32. CS3 초기 모델

   C모둠에서 학생 CS1, CS2, CS3은 <그림 30>, <그림 31>,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초기 모델 단계에서 이미 수업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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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목표 모델(target model)에 거의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2

차원 스마트 패드에 만들어진 모둠의 중간 모델 역시, 수업에서 요구했

던 목표 모델에 도달해 있었다(그림 33).

   이후 교구가 주어진 모델링 활동에서도 노란 스티로폼 공의 절반을 

검은 테이프로 감아 달로 사용하였고, 관측자 위치를 중위도 지역으로 

설정하여 핀을 꽂는 등 교사의 교구 제공 의도와 일치하는 교구 활용 

양상을 보였다. 모둠의 중간 모델(그림 33)을 3차원 공간 상에서 확인

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림 33. C모둠 중간 모델

   

그림 34. 2차원 모델을 이용한 설명

   그런데 CS3은  “새벽에만 관측되는 달”에 관한 질문을 새로운 논의 

주제로 제시하였고, C모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토

론 활동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CS3 : 근데, 선생님이 새벽 몇 시에 뭐밖에 안보이고 그건 무슨 소리야?

CS2 : 그믐달, 그믐달이 새벽 3시였나밖에 안 보이고

CS3 :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CS2 : (스마트 패드에 나타낸 2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그믐달이 여기. 

CS3 : 뭐라고?

CS2 : (스마트 패드에 나타낸 2차원 모델을 보면서) 그믐달이 뜨는 위치 

때문에. 그믐달이 여기 있거든. 자전하는 속도랑, 달 공전하는 

속도가 있잖아. (2차원 모델에서 그믐의 위치를 가리키며) 그믐달이 

여기 있잖아. 밤이 될 때 보이는 시간이 새벽 3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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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2는 <그림 34>와 같이 2차원 스마트패드에 그린 모둠 모델을 이

용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려 했지만, 소집단 내 학생들은 CS2의 설

명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 때, 학생 CS1은 3차원 공간 상에서의 설

명이 수월하다 판단하여 <그림 35>와 같이 스티로폼 공을 활용해 설

명을 시도한다. CS1은 설명의 시작을 밤 12시에 보름달이 보이는 상

황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제기되었던 “그믐

달이 새벽에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CS1 : (교구를 들며) 봐봐 보여줄께. 이거 들고 있어봐. 이게 태양이지?

CS3 : (끄덕끄덕.)

CS1 : 여기 지구가 있어. (2차원 모델을 보며)이거대로 하면 여기가 

망이야.(달을 망의 위치에 놓는다.) 아마 이렇게 있을꺼야. 다 

보이겠지

CS3 : 어

CS1 : 그럼 이건 보름달이지.

CS3 : (끄덕끄덕)

CS1 : (지구 위의 핀을 가리키며) 관측자가 여기 있어. 이렇게 

보면(연직 위로 놓인 핀을 달 쪽으로 기울인다) 시야가 여기로 

오지. 여기가 남쪽이지 그리고.

CS3 : 밤 12시 아니야? 그렇게 하면?

CS1 : 이건 다 보이잖아. 아마  그거 말하는 걸 껄? 잠깐만. 그게 

아닌가? 자전하고… 공전하고….(침묵……..)

그림 35. 교구를 이용한 CS1의 설명

    

그림 36. 교구를 이용한 CS2의 재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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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앞서 2차원 모델을 이용한 설명에서 모둠원들에게 자신의 생

각을 전달하는데 한계를 보였던 학생 CS2는 CS1으로부터 교구를 이

어 받아 다시 설명을 시도했다(그림 36). 우선 그믐달이 보이는 날의 

지구, 달, 태양의 위치관계를 교구를 통해 설정하고, 들고 있던 교구를 

움직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구 관측자(핀)가 자전하는 지구 위에

서 돌아가는 모습을 재현하였다. 핀이 돌아가는 동안 달은 그믐달의 

위치에서 그대로 유지시켜 놓았고, 그러한 달이 보이기 위해서는 지구

의 관측자가 자정으로부터 약 3시간을 추가로 자전해야 한다는 것을 

교구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CS2 : (교구를 이어 받는다) 야야야. 밤 12시일 때, 그믐달이면 달이 

여기 있잖아.(옳게 위치시킴) 그럼 여기(밤 12시에 지구에 꽂힌 

핀을 두드리며) 남쪽 하늘에는 달이 없잖아. 

CS3 : (끄덕끄덕)

CS2 : (지구를 자전시키며 돌리며)이게 더 자전해야 이게(달) 보이잖아.

이 시간이 새벽 3시라고.

CS4 : 아 얘가 더 가야지 달이 보이는 거구나.

CS3 : (CS2가 들고 있던 교구를 뺏어 들고 자신이 움직여보며) 아 

그러니까 달은  여기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시간이 

달라진다고~

CS2 : 어!

CS3 : 오케이 오케이.(스마트 패드에 추가적인 모델을 생성한다.)

     CS2는 동일한 정신 모델을 가지고 모둠 구성원들에게 설명을 시도

했지만, 2차원의 모델을 이용한 설명에서는 소집단의 구성원들을 이

해시키지 못했다가, 상호작용의 매개물이 3차원으로 바뀐 후에는 정

신 모델의 공유에 성공하였다. C모둠 학생들은 사후 인터뷰에서 교구

의 사용이 이러한 모델링 활동을 이해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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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 CS2가 패드의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했을 때와 교구로 설명했을 

때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었나요?

    CS4   : 그림으로 보는 것은 솔직히 좀 한계가 있잖아요. 평면적이고. 입

체적으로 아무리 잘 그려놔도 제가 받아들이는 게 느낌이 달라지

잖아요. 3D로 되게 되면 어느 방향에서 가려지는지 제 입장에서 

딱 보이는데, 평면 그림은 이렇게 된다라고만 들어가니까. 이해도

라든가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차이가 있었던 거 같애요.

    연구자 : 교구로 했을 편한 건 뭐에요?

    CS4   : (2차원 그림의 모델은) 제 시선에서 뭔가 보이는 걸, 시선에 따라 

그림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교구) 같은 경우에는 제 시선 

자체가 하나(핀) 기준을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도는지 확인이 되는 

거고. 이거(그림)는 해놓고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다시 머릿속에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거죠. 그런데 이거(교구) 같은 경우에는 3D

로 나와 있으니까 머리 속에서 굳이 안 돌려도 눈에서 보이는데

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확실히 그 점에서는 입체가 훨씬 더 편

했던 거 같애요. 

    연구자 : 달의 위상변화 모둠 활동시, 교구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나요? 

    CS1   :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천문 모형에서 생각할 때는 제가 한번에 

지구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달, 도는 거 이런거까지 생각해야 되

는데,  동시에 달의 모양이나 그런 시간들은 한번에 기억이 안나

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뭐였지 하고 생각을 할 때는 기억하고 있

던 사진이 없어졌다가 다시 기억을 해내야 되고. 그런데 교구들이 

있으면 제가 세팅해 놓은 것들은 그대로 있고, 제가 보는 것에 따

라서 정보만 다르게 읽으면 되니까 좀더 편하게 인식이 돼죠. 

    연구자 : 사라진다고? 그림으로 하면?

    CS1   : 머릿속으로만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게 다 한꺼번에 남아 있

진 않은데 교구들, 물질들을 사용하면 제가 생각해놓은 것들이 알

아서 가만히 있는 거니까, 변인을 제가 바꿔가면서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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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 CS2가 패드의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했을 때와 교구로 설명했을 

때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었나요?

    CS3   : 이거는(그림)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관점이. 근데 여기(교구)서는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옆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달도 있으니

까 시간 변화도 이거(그림)보다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연구자 : 옆에서 보는게 좋았고, 그 다음에 시간 변화를 알아서 좋았고. 시

간 변화를 아는 데 좋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CS3   : 왜냐면은 (스티로폼 공 2개를 들고, 1개의 스티로폼에는 핀이 꼽

혀 있음) 이걸 지구라고 하고 달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오

면 밤이잖아요. 그러면 얘(지구)도 이렇게 자전하고 있고......중

략........ 이게(지구) 자전하면 시간이 변하는 건데......... 중

략..........저걸로는(그림) 움직이면서 설명이 안 되니까 불편한데, 

이게(핀) 시간이니까 이동하는 거잖아요. 변화를 알 수 있어서 좋

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방향을 마주하도록 돌리는 것을 상상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 

회전 과제(mental rotation tasks)를 수행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러

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Klatzky et al, 1998). 이것

은 학생들이 태양, 지구, 별의 겉보기 운동과 지구의 자전을 연관지어 

이해하려고 할 때 정신적 행동(mental action)을 향상킬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Plummer, 2014)

    학습자가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내적 표상(internal 

representation)을 떠올려야 할 때, 그것이 외적 표상을 통해 시각적

으로 직접 전달된다면, 학습자의 뇌는 천체들의 공간적 움직임을 스스

로 표상해 내야할 인지적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더욱이 떠올린 내부

적 표상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야 하는 시뮬레이션 성격의 사고가 요

구될 때, 눈 앞의 3차원 외적 표상이 동적인 이미지를 직접 제공하게 

되면 학습자는 그 모델에 시간(time)이라는 의미를 추가로 적용시키는 

작업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적 표상((external 

representation)이 내적 표상(internal representation)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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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결합하여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다루는 과학적 추론이 보다 효

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Nersessian(2008)에 의하면 

최근의 인지 연구에서는 표상이란 환경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정보도 

있지만, 외부적 세계와 내부적 세계가 연결되어 결합된 시스템을 이루

는 과정에 놓인 것을 포함한다고 다시 이해하고 있다. 즉, 내부적 표

상과 외부적 표상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결합된 시스템

(coupled system)의 형태로 추론 과정에 사용된다. 추론 과정에서 내

부적 표상과 외부적 표상의 커플링(interanl and external 

representational coupling)이 정신적 모델링에서의 정신적 표상의 본

질이다.(Nersessian, 2008) 이 모둠의 사례에서는 모델을 사용하여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외적 표상으로서의 교구가 내부적 표상과 결

합되어(coupling system)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인지

적 역량을 모둠원들이 모두 공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3차원 모델을 이용한 달의 위상별 관측 가능 시간 예측

   CS1은 그믐달의 관측 시간을 예상할 때 교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진행된 소집단 모델링 활동에서 학생 CS1은 

교구를 이용하여 그믐 이외의 달의 위상별 관측 가능 시간을 예측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림 37. CS1의 달의 관측시간 예측

   

그림 38. C모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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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1 :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실을 폭넓게 쓰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학생 

CS2가 지구가 될거에요. CS2 가운데로 가.

CS2 : (교실의 정 중앙으로 간다)

CS1 : (학생 CS4를 가리키며, 태양의 역할을 한다) 넌 저리로 가

CS4 : (교실의 복도쪽으로 간다. )

CS1 : (달 모형을 들고) 전 달이에요. 이게 까만 게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이고, 노란색이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교실)를 

돌면서 CS2가 달이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줄 거에요. 

(중략)

    CS1은 CS2게 달에 해당하는 교구를 잠시 들고 있을 것을 부탁한 

후, <그림 37>과 같이 양팔을 벌린 채 회전 의자를 돌려가며 자신의 

몸을 움직였다. 이 활동을 통해 하현달이 밤 12시부터 새벽6시까지 

총 6시간 동안 관측된다는 것을 예측하게 된다. 이후 유사한 활동을 

통해 보름달의 관측 가능 시간을 예측한다.

   

CS1 : (달을 CS2번에게 건내주며, 자신이 보기에 하현달로 보이게 

한다. 팔을 벌린채 앉아있던 의자와 함께 회전하면서) 보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6시간 동안 보이겠지? 그럼 보름달이 

12시간 보여? 아니잖아. 6시간 보이잖아 보름달. 맞냐? 보름달 

몇시간  동안 보여?

CS2 : 보름달이 몇 시간동안 보이냐고? 밤일 동안 계속 보이지 않아?

    위 담화를 보면 CS1은 교구를 통한 모델링 활동 이전만 해도 보름

달의 관측 가능시간이 하현달과 같이 6시간이라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모델링 결과 보름달의 관측 가능 시간이 12시간

으로 예측되자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CS1은 모둠 모

델 발표 시간을 통해 교실 전체를 사용해가며 모델을 통해 예측되는 

달의 위상별 관측 시간을 발표하게 된다(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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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1 :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 더 추가한 게 있었는데, 달이  상현하고 

하현하고 망일 때, 밤 하늘에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 중략 -

CS1 : (달을 상현의 위치에 놓고, 교실의 중앙에서 관측자의  역할을 

하는 모둠원에게) 돌아봐. 스탑.

CS2 : (교실 중앙 제자리에서 돌다가 상현에 위치한 달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멈춘다)

CS1 : 저녁 6시야. 저녁 6시에 태양빛이 가려지면서 달이 처음 보이기 

시작해요. 더 돌아봐.

- 중략 -

CS1 : (학생 2에게) 그럼 몇 시간 동안 보였어?

CS2 : 6시부터 12시까지니까 6시간.

CS1 : 상현하고 하현은 둘다 밤에 6시간 정도만 보일거에요. 

(중략)

CS1 : (달을 들고 보름의 위치로 이동한다)저녁 6시죠? 햇빛이  

가려지고 보름달이 보이기 시작할 거에요. 돌아봐.

CS2 : (교실 중앙의 제자리에서 돈다.)

- 중략- 

CS1 : (교실 중앙에서 돌고 있는 CS2에게) 스탑! 아침  6시죠? 그러면 

이제 더 돌면 태양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달도 안 보이기 시작할 

거에요.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지났지? 총? 12시간 지났지. 아마 

12시간 정도일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 사례는 모델을 사용하는 활동에서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

하는 시뮬레이션 성격의 추론 능력이 요구된다면, 정지된 이미지인 

2차원의 모델보다는 추론하는 자가 움직임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3차원의 외적 표상이 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54 -

제 2 절  3차원 외적 표상의 사용과 소집단 구성원의

         모델링 참여 양상과의 관계

  이 절에서는 3차원 외적 표상의 사용 여부와 소집단 구성원의 모델링 

참여 양상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교구를 사용하

지 않은 소집단 모델링 활동 약 20분과 교구를 사용한 모델링 활동 약 

15분을 대상으로 각 소집단 구성원의 참여 양상을 4가지의 영역으로 코

딩하였다. 4개의 영역은 ①Off-task, ②Planning, ③Drawing, ④

Modeling이다. 그래프는 가로축의 20분을 표시하는 곳(20:00)을 기준으

로, 교구를 사용하지 않은 모델링 활동과 교구를 사용한 모델링 활동으

로 구분하였다. 교구의 사용 여부와 관련지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집

단 구성원의 참여 양상 변화를 각 모둠별로 제시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

고자 한다.

1. A모둠 사례

그림 39. 시간에 따른 A모둠 모델링 참여 양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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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지 않은 소집단 모델링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지 않았던 1차시의 경우, 5분 20초

(05:20)까지는 각 모둠원들이 각자 구상한 초기 모델을 제안하는 활

동을 진행했다. 각자의 개인 모델에 대한 설명은 나타났지만, 모델

에 대한 질문이나 논변과 같은 상호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각자의 

모델 발표가 끝난 후 모든 구성원은 특별한 모델링 활동 없이 과제

와 관련 없는 행동(Off-task)을 보였다.

      약 6분 40초(06:40)가 경과하였을 때, 교사는 스마트패드에 모둠

의 합의 모델을 작성해도 좋다는 것을 안내하였고, A모둠 학생들은 

스마트 패드를 작동시키며 누가 모둠 모델을 작성할지 잠시 논의한

다(Planning). 이후 AS2의 주도에 의해 모둠의 모델이 작성되기 시

작하며(Drawing), 이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잠깐식 AS2가 작성하는 

모델을 바라보긴 하지만(Drawing-Attending) 모델에 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며

(Off-task) 시간을 보냈다.

  2)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한 소집단 모델링

      스티로폼 공 등의 3차원 외적 표상이 제공된 2차시 소집단 모델

링 활동에서 학생들의 참여 양상 분석 결과, 학생들은 앞선 1차시 

활동에 비해 『Modeling』영역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부(21:40~25:20)는 제공된 교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AS2에 의하여 곧바로 모델의 수정 활동이 이루어졌다(Drawing). 이 

때, 다른 학생들은 AS2의 활동을 쳐다보거나(AS4) 주어진 교구의 

활용 방법을 논의하는 활동(AS1, AS3)을 진행하였다. 

      25:40(25분 40초) 부근부터 AS2의 주도에 의해 교구를 활용한 

모둠 모델의 시연이 나타났고(Modeling), 다른 학생들은 AS2의 설

명에 집중하며 모둠의 모델을 공유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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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A모둠『모델링』영역 담화 - 3차원 외적 표상 사용시

     모둠 구성원 전체가 소집단 합의 모델에 대해 모두 주의를 기울이

며 모델링 활동에 참여한 것은 전체 모델링 수업 과정에서 이번이 처

음이다. 반면, 소집단 모델에 대한 주의집중이 나타나면서 그래프의 

가장 아래 영역인 과제 이외의 활동(Off-Task)은 1차시에 비해 현저

하게 줄었다. 사후 인터뷰에서도 A모둠 학생들은 교구를 이용한 설

명이 모델을 이해하는 데 더 수월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 AS2가 1차시에서 제스쳐로 설명할 때 이해했었나요?

AS1   : 그 때는 모형이 없어가지고, AS2가 손을 대가지고, 뭔지 재대로 

설명을 못해서 이해를 잘 못해.

연구자 : AS2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애? 아니면?

AS1   :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연구자 : AS2가 교구를 활용하여 설명하였을 때는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었

나요?

AS1   : 훨씬 더 잘 이해됐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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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교구를 쓰면서 설명할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AS3   : 예. 이렇게 돌릴 때.

연구자 : 왜 그런 거 같애요?

AS3   : 뭔가 말로 듣는 것보다 교구를 사용하는 게 말을 잘 알아들어서.

    한편 <그림 39>에 나타난 각 선분이 서로 몰려있는 양상을 보면, 1

차시와 비교할 때 2차시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는 환경이 주어졌

을 때, 4명의 구성원 학생들이 하나의 참여 방식에 동시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강은희 외(2012)는 일반 학생들의 소

집단 모델링 활동 분석하면서 학생들의 상호작용 유형을 공동 상호작

용 영역(collective zone), 다중 상호작용 영역(multiple zone), 개별 

상호작용 영역(individual zone)으로 구분한 바 있다. 교구를 사용하지 

않았던 1차시에서는, 초반 개인의 초기 모델의 일방적 발표 시간을 제

외하면, 05:20부터는 모델링 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

았다. 대신 『Off-task』상에서의 공동 상호작용이 나타났고, 

『Drawing』과『Off-task』영역으로 나뉘어 다중 상호작용이 나타났

다. 일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서 참여에 관

한 규범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강은희(2012)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

이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림 39>의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기 시작한 2차시 수

업 25:40 이후부터는, 『Modeling』영역에서 공동 상호작용을 형성하

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둠 모델의 공유를 목

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한 AS2가 주도하는 모델 설명이 활발히 진행

되었다. 사후 인터뷰에서도 AS2는 소집단 모델을 모둠원들과 공유하

는 데 교구를 이용한 설명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하였다.

연구자 : 1차시 수업에서 자신의 모델을 모둠 학생들에게 설명해줄 때 제스

쳐를 적절히 쓰며 설명을 잘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던데, 친구들

이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교구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58 -

AS2  :  차이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면 애들이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

데 애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도구를 이용해서 하니까 

애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직접 눈으로 보이니까.

연구자 : 달의 위상변화 모둠 활동시, 교구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나요?

AS2   : 교구를 해야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해를 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 누가요? 본인이 아니면?

AS2   : 저도 그렇고, 저희 조 애들도 그렇고. 애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비록 모델이 합의되어가는 과정에서 비판적 검토나 논변과 같은 상

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델의 평가와 수정 활동을 가능하게 하

는 기본 전제는 상대방의 말차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그 아이디어

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때, 교구로 인해 소집단에

서 구성되고 있는 모델에 대해 설명을 시도하고 경청하며 모둠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려고 노력하는 참여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A

모둠의 참여 양상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A모둠은 3차원 외적 표상을 도입한 소집단 모델링 활동에

서 『Modeling』영역에서의 공동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Off-task』

에서의 활동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늘어난 모델링 활동에서는 

주로 리더에 의한 모둠 모델 설명 활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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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모둠 사례

그림 41. 시간에 따른 B모둠 모델링 참여 양상 변화

  1)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지 않은 소집단 모델링

    B모둠의 모델링 활동은 특수교육 대상인 BS3을 제외한 3명을 코딩

하였다(그림 41). 1차시 모델링 활동은 앞서 A모둠과 마찬가지로 개

인별 초기 모델을 제안하는 활동으로 시작한다(00:20~03:40). 각자의 

초기 모델이 제시될 때 그 모델에 대한 평가 관련 담화는 나타나지 않

았다. 개인 모델에 대한 발표가 끝난 후 잠시 『Off-task』에서의 개

별 활동을 진행하다가, 6분 40초 즈음부터 교사의 안내에 의해 스마

트패드에 모둠 모델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모둠 모델은 주로 BS1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A모둠과는 달리 BS2와 BS4는 모둠 모델의 작성 

과정을 잘 지켜 보았다(Drawing-Attending). 그러나 앞서 A모둠과 마

찬가지로, 모델에 대한 설명이나 사용, 평가 등과 같이 『Modeling』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간주할만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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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B모둠『모델링』영역 담화 – 2차원 외적 표상 사용시

  2)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한 소집단 모델링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한 모델링 활동에서 23:40까지는 스티로폼 

공의 절반을 검은색 테이프로 감는 활동과 함께 교구 활용에 방법에 

관한 논의를 한다(Planning). 이후 26:40까지 소집단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여 공전 궤도에 따른 달의 위상을 교구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Modeling). A모둠과 마찬가지로 3차원 외적 표상

을 사용했을 때 『Modeling』 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이 처음으로 나타

났다. B모둠 역시 『Modeling』활동 과정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

게 나타났다. 다만, 앞서 A모둠의 리더가 일방적 설명을 통해 모둠원

들의 집중(Attention)을 이끌어냈다면, B모둠의 경우에는 리더의 역

할을 한 BS1이 질문을 던지고 나머지 모둠원들이 그에 응답하면서 

말차례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 상호작용을 이어갔다(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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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B모둠『모델링』영역 담화 – 3차원 외적 표상 사용시

   사후 인터뷰에서 CS1은 소집단 구성원들과 모델링 활동을 진행할 

때, 교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모둠의 모델을 설명하기가 수월해 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자 : 교구를 활용한 게 도움이 됐던 거 같애요?

CS1   : 네. 엄청 된 거 같애요. 제가 원래 설명을 잘 못하는데, 뭔가 이렇

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걸로 할 수 있었어요.

   A모둠과 B모둠의 사례를 볼 때,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는 것이 

리더와 구성원들을 『Modeling』영역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좀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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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모둠 사례

그림 44. 시간에 따른 C모둠 모델링 참여 양상 변화

  1)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지 않은 소집단 모델링

     C모둠 구성원들은 초기 개인 모델 구성 단계에서부터 각자가 타겟 

모델에 근접한 모델을 구성하였다(그림 30, 그림 31, 그림 32) 1차시 

모델링 활동은 앞선 두 모둠과 마찬가지로 각 구성원들의 초기 모델 

설명으로 시작된다. 이후 모둠의 합의 모델은 CS3의 주도로 작성되

고, 이 때 다른 모둠원들은 CS3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참여한다. 

C모둠은 A, B모둠과는 달리 1차시에서도 『Modeling』영역에서의 

활동을 나타낸다(그림 44, 그림 45). 14:00, 15:40 즈음에 기울어진 

달의 공전궤도, 달의 위치와 모양, 명칭 등을 확인하는 활동을 직접

적인 담화를 통해 진행했다. <그림 44>에서 볼 수 있듯이, C모둠은 

시종일관 4명의 학생이 하나의 참여 영역 속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모델링 수업 참여에 대한 규범이 상당히 발달

한 집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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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C모둠『모델링』영역 담화 - 2차원 외적 표상 사용시

  2)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한 소집단 모델링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한 2차시 수업에서는 25:00까지 스티로폼 

공의 절반을 검은색 테이프로 감는 활동과 함께 교구 활용에 방법에 

관한 논의를 한다(Planning). 이후 25:20 즈음, CS3에 의해 “새벽에

만 관찰되는 달의 위상”에 관한 질문이 등장하면서 3차원 외적 표상

을 활용한 적극적인 상호작용 활동이 나타난다. 지구의 자전에 따라 

변하는 시간과 각 시간대별로 지구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문 현상을 

공유하는 활동이 네 학생 모두의 주의집중 하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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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의 ㉠에서 C모둠의 모델링 활동은 사슬처럼 얽혀 있는 

그래프로 나타났다. 그래프에서 『Modeling』 영역은 『Modeling』

과 『Modeling-Attending』으로 구분되어 코딩되었다. 『Modelin

g』(『Modeling』 영역의 윗쪽 부분)은 담화에서 구체적인 모델링 

발화나 활동이 나타나는 유형이고, 『Modeling-Attending』

(『Modeling』 영역의 아래쪽 부분)은 구체적인 모델링 활동을 보이

는 동료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경청하는 참여 유형이다. 

그림 46. C모둠『모델링』영역 담화 - 3차원 외적 표상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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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C모둠『모델링』영역 담화 - 3차원 외적 표상 사용시

     따라서 여러 학생의 참여 유형이 사슬처럼 얽혀 있는 그래프가 나

타나는 것은 특정한 리더가 존재하여 그 학생을 따라가는 형태의 상

호작용이 아니라, 구성원들 서로가 발언권을 존중 받으면서 구체적인 

담화에 고루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는 

수업에서는 이러한 담화의 특징이 일정시간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것

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C모둠이 다룬 모델링 주제가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다루는 수준 높은 사고를 요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매우 주목할만한 현상일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상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모델링 과정은 

인지적 측면에서 고도의 시뮬레이션 능력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공간적 사고 능력과 마찬가지로 구성원 각자마다 편차를 보일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모델링 상황에서 시뮬

레이션 사고 기능의 편차는 구성원들이 모델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만약 구성원 간의 모델 이해에 대한 편

차가 존재한다면 서로의 이해 수준을 맞추기 위해 A, B모둠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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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도권이 한 쪽으로 치우친 활동으로 진행되기 쉽다. 제한 시간이 

존재하는 일반 학교라면 학생들의 참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델 

이해 수준과 관련한 편차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시

뮬레이션 성격의 사고를 요구하는 모델링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

는 3차원 외적 표상 사용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S2는 교구의 사용으로 인해 모델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자 : 달의 위상변화 모둠 활동시, 교구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나요? 

   CS2   : 네 그건 맞아요. 패드를 쓰면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달의 위치나 

그걸 표현하기가 힘든 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교구)을 쓰면 밤 

6시에는 달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

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림으로는 잘 안 되나?

   CS2   : 그림으로는 이게 비치는 면이나, 보이는 면을 일일이 다 그려야 되

는데, (교구를 들며) 이렇게 보면 눈대중으로도 알 수 있으니까. 뭔

가 빠르게 설명할 때는 이게 더 좋아요.

   연구자 : 교구가 없었으면 친구들한테 설명해주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인

가요?

   CS2   : 아니 쉽지 않았다기보다는 더 길어졌겠죠. 그림 그리는 데도 시간

이 걸릴테고, 애들이 그 그림이 이해가 안 가면 그걸 다시 그려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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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모둠 사례

그림 48. 시간에 따른 D모둠 모델링 참여 양상 변화

  1)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지 않은 소집단 모델링

    D모둠 역시 모둠 구성원 각자의 개인 모델을 설명하면서 모델링 활

동을 시작한다(02:00까지). 각자의 모델을 제시한 이후부터는 4명의 

구성원이 2명씩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활동을 진행했다. DS1(파란색)

과 DS2(빨간색)는 각자의 개인 모델 발표 이후 모델의 검토나 수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약 4분 동안 주어진 과제와 관

련 없는 담화를 지속했다(02:20~06:20). 같은 시간 동안, DS3(초록

색)과 DS4(보라색)은 서로의 모델을 잠깐식 보면서 모델에 대한 이야

기를 간헐적으로 주고 받는다. 이러한 양상은 강은희 외(2012)의 연구

에서 분류한 바에 의하면 상호작용 영역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다중 

상호작용(multiple zone of interac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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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D모둠『모델링』영역 담화 - 2차원 외적 표상 사용시

      6분 40초 즈음이 되어 교사가 스마트패드에 모둠의 모델을 작성

할 수 있다고 안내함에 따라, 모둠 구성원들은 잠시 『Plannig』영

역으로 모이게 되었다. 과제와 관련 없는 행동을 하던 DS2는 스마

트 패드를 자신에게로 가져와 DS4의 개인 모델(그림 18)을 기초로 

하여 모둠의 모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다른 구성원 DS1, DS3, 

DS4는 DS2가 작성하는 평면상의 모델(그림 17)을 바라봤다. 이 과

정에서 DS3와 DS4는 <그림 49>와 같이 서로의 의견을 잠깐씩 이

야기하며 자신들이 작성하고 있는 모델로는 보름달이 설명되지 않는

다고 의견 일치를 보게 된다(11:15, 13:10). 그러나 불만을 해결해 

줄 수정된 모델을 생성하는 데는 실패한다. 한편, DS1은 별다른 발

화나 행동 없이 이 시간을 마친다.

2)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한 소집단 모델링

    <그림 48>을 보면, 앞선 모둠들과 마찬가지로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할 때 『Modeling』영역에서의 참여 시간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차시에서 “간헐적 모델링” 활동을 나타냈던 CS3, CS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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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담화가 좀더 늘어났고, 모델의 공동 구성에 참여하지 않던 

CS1과 CS2가 모델링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연구자 : 교구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활동할 때 차이가 있었나요?

   DS4   : 네 있었던 것 같애요. 그림으로 하면 그리는 애만 하고 그렇잖아

요. 교구를 사용하면 만지면서 하고 한명은 잡고 한명은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활발하게 참여했던 것 같애요.

    또한 <그림 48>를 참여의 지속성 측면에서 볼 때, 앞선 차시에서는 

CS3와 CS4가 1회성 질문과 대답으로 담화를 짧게 마무리 했다면, 교

구를 사용한 소집단 모델링 수업에서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보

고, 듣고, 묻고, 제안하는 등의 과정들이 연결되면서 상대적으로 담화

가 길게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22:40~23:40, 25:40~28:00).

그림 50. D모둠『모델링』영역 담화  - 모델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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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 만한 점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DS1의 참여 양상 변화이

다. 유희원 외(2012)는 소집단 모델링 활동에서 참여자의 성격을 상

호작용의 특징에 따라 적극적 참여자, 보조적 참여자, 소극적 참여자, 

방관자와 같은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3차원 외적 표상이 사용되지 않았던 수업에서 DS1에게 나타난 참여 

유형은 수업시간 내내 상호작용을 나타내지 않고, 무관심하며, 자신

의 의견이나 질문을 던지는 일도 없는 전형적인 “방관자”의 모습이었

다. 그러나 3차원 외적 표상을 도입한 활동에서는 <그림 50>과 <그

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둠의 모델을 검토해 보고, 질문도 하

며, 대안적인 모델을 제안하는 모습도 나타내었다.

그림 51.  D모둠『모델링』영역 담화 – 모델의 수정



- 71 -

     이는 앞선 참여 유형 분류에 따를 때, 과제 해결에 관한 의견 제시

나 피드백, 대답 등이 빈번한 “적극적 참여자”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자 : 2차시에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애요?

    DS1   : 스마트패드를 이용해서 그리면 입체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교구를 사용하니까 가려지는 부분이랑 

어디가 더 잘 보이고 어디가 잘 보이고 하는 부분이 좀더 뚜렷하

게 나타나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약하면, D모둠의 소집단 모델링 사례에서는 다른 모둠과 마찬가

지로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할 때『Modeling』영역에서의 참여 시

간이 늘어났다. 특히 학생 DS1의 경우 2차원 평면 모델만을 사용한 

모델링 활동에서는『Off-task』영역에 머물거나 특별한 발화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Attending”의 참여 양상이 주로 나타났는데, 3차원 

외적 표상을 활동하게 되면서 소집단 모델의 한계를 비로소 이해하고

(그림 50), 다른 모둠 구성원에 의해 제시된 연직축에서의 달의 움직

임을 이해했으며, 모델의 수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교구를 직접 조작

하며 제안하는 등 『Modeling』영역에서 매우 활발한 참여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모델링 활동에 있어서 교구를 사용하는 환경이 “방관

자” 내지 “소극적 참여자”를 “적극적 참여자”로 변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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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달의 위상 변화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서 나

타나는 3차원 외적 표상의 기능을 살펴보고, 3차원 외적 표상의 사용과

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참여 양상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서 3차원 외적 표

상의 기능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3차원 외적 표상은 소집단 구성원들간에 공통의 내부적 표상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 천문 현상과 관련하여 2차원 평면에서 표현된 모

델은 그것을 3차원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공간적 

사고(spatial thinking) 능력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평면에 그려진 달을 

보면서, 달의 보이지 않는 측면의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 공간적 사고 

능력에서 편차가 있으면 내적인 표상 자체가 떠올려지지 않거나 구성원 

간의 내적 표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울어진 달의 궤도, 구

면 상에서 관측자의 위치, 자전과 공전과 같은 천체의 동적 조건이 정신 

모델로 구현하는 과정을 구성원 각자의 인지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 교

실 환경에 스티로폼 공과 같은 간단한 구형의 입체만 주어져도 학생들은 

이것을 3차원 공간 속의 모델로 재현함으로서 달의 옆면을 자신의 눈을 

통해 직접 확인하면서 공간적 사고력의 편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모델의 타겟이 되는 현상은 동적, 공간적 속성을 지녔는데 그것

을 매개하는 모델은 한 장의 그림과 같이 정적, 평면적 속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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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현상에 관한 자신의 정신 모델을 표현하거나 표현된 2차원 모델을 

현상으로 해석하는 데 구성원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차원의 

외적 표상을 사용함으로서 자전, 시간의 변화, 달의 공전, 관측자가 위치

한 위도 등과 같은 각자의 모델이 지닌 공간적, 동적 특성을 좀더 분명

하게 표현할 수 있다.

즉, 3차원 외적 표상은 2차원에 비해 구성원의 정신 모델을 정확히 표

현하는 데 유리하고, 공간의 모든 방향에서 모델을 탐색하면서 공간적 

사고력의 편차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통의 내부적 표

상을 갖게 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3차원 외적 표상의 활용은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추가시키는 기능이 있다. 2차원 평면 모델을 활용할 때, 학생들은 지구, 

달과 같은 모델 구성 요소들의 움직임을 한 면에 국한하여 사고하는 모

습을 보였다. 그러나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게 된 경우, 학생들은 지

구나 달을 연직 축에서도 움직임을 갖도록 조작하였고, 관측자의 위도 

변화를 연직면상에서 검토할 수 있었다. 즉, 3차원 외적 표상의 사용으

로 인해 소집단의 모델에는 새로운 조건을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의 모델이 좀더 많은 설명력을 갖춰나가는 모델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한

다.

  한편 새로운 조건을 고안하게 되는 맥락에서 교사의 질문이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3차원 외적 표상을 활용한 소집단 모델링 활동은 교사

가 각 모둠의 모델링 진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해주어 이를 바

탕으로 교사에 의한 즉각적이고 유의미한 질문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3차원 외적 표상은 천문 현상과 관련되어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다루는 시뮬레이션 성격을 지닌 모델링 과정에 도움을 준다. 이번 연구

에 학습 주제였던 달의 위상 변화에서 각 달의 위상과 관측 시간을 연결

짓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구의 자전과 천체의 일주 운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지된 이미지인 2차원 그림만 가지고 공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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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연속적인 변화를 내부적으로 표상하기란 쉽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연속적인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3차원 외적 표상

을 활용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추론 활동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Nersessian(2008)은 외부적 자원(external resource)이 중요하게 간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머리 속에서 일어나기에는 너무 자세하고 복잡할 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한 추론(simulative 

reasoning)의 가능성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추론의 역량이 전통

적으로는 “정신” 부분의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내부적 표상과 외부적 

표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델-기반 추론은 결합된 시스템(coupled 

system)으로서 가장 잘 이해된다고 주장하였다. 교구의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C모둠 구성원들은 그믐달의 관측이 새벽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후 보름달과 하현달의 

관측 가능시간을 예측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달의 위상 변화와 같은 천

문 현상의 경우, 모델을 보다 정교하게 사용하고 모델을 통한 예측 활동

을 가능하게 하는 데 3차원 외적 표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3차원 외적 표상의 사용과 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참여 양

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생들을 3차원 외적 표상을 사

용할 때 실제 『모델링』과 관련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연구에 활용한 4개 모둠 전체에서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했을 

때 모델링 활동 참여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희 외( 

2004)는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시범 실험, 멀티미디어 자료, 모형 혹은 

실물 수업자료와 같은 구체적으로 사고할 소재를 부여받음으로 인해 자

신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3차원 외적 표

상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델링 초반부에 개인의 초기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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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둠원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를 제외하면 소집단 모델 

구성과 관련한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A,B모

둠). 일부 학생들은 과제와 관련 없는『Off-task』의 형태로 시간을 보

냈으며, 이로 인해 소집단 내에서 상호작용 집단이 둘로 나뉘는 다중 상

호작용의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A, D모둠). 그러나 3차원 외적 표상의 

사용을 지원한 활동에서는 모든 소집단에서 『Modeling』영역의 참여 

시간이 늘어났고, 『Off-task』에서의 활동은 현저하게 줄었으며, 구성

원 모두가 모델링에 참여하는 공동 상호작용(collective interaction)의 

특징을 보였다.(A, B, C모둠)

  둘째, 늘어난 모델링 참여 시간 동안에는 리더가 3차원 표상을 이용하

여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하거나(BS1) 모델을 적극적으로 설명하

는 모습(AS2)이 나타났다. 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활동에서 리더의 역

할을 중요한데(이신영, 2012) 리더의 역할을 하는 학생도 소집단 상호작

용의 맥락에서 설명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표상 도구가 주어졌을 

때 더 적극적인 활동을 나타내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방관자 혹은 보조적 참여자로서 참여하던 학생이 3차원 외적 표

상의 사용을 통해 적극적 참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구가 사용되지 않은 맥락에서 많은 학생들(AS1, AS3, AS4, DS1, DS2)

이 과제와 관련 없는 행동들을 보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역량이 낮은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낮고, 집단 내 상호작용을 꺼려한다

(Stamovlasis et al.,2006). 그러나 3차원 외적 표상이 소집단 모델링 

활동에 활용되었을 때, DS2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서는 방관자로

서의 모습은 현저하게 줄었다. 특히 DS1의 사례에서는, 모델을 평가하

고, 모델을 수정하여 제시하는 등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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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달의 위상변화를 주제로 하는 일반 중학생들의 소집단 모

델링 활동에서 교구의 사용은 ①소집단 구성원들 간에 공통의 내부적 표

상을 공유하게 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②공간 상에서 모델에 

새로운 조건을 갖게 하여 모델의 수정을 이끌어내며, ③교구의 움직임을 

통해 모델을 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을 지원하여 모델을 정

교하게 사용하고 모델을 통해 자연 현상을 예측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였

다. 이러한 인지적 측면의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참여 측면에서 

『Off-task』 활동을 줄이고 모델의 검토와 수정, 정교한 사용과 예측 

등을 포함하는 『모델링』 활동 시간을 늘렸다. 이 과정에서 소집단의 

리더는 3차원 외적 표상을 매개로 하여 설명, 질문 등의 방법을 통해 구

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방관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던 학생들도 교

구에 집중하며 보조적 혹은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52. 달의 위상에 대한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서 3차원 외적 표상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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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 언

  본 연구를 통해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소집단 모델링 활동 수업에서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하는 환경이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에 기능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천문 단원의 소집단 모델링 수업에 대

한 다음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천문 단원과 관련한 소집단 모델링 학습에서 학생들에게 3차원 

외적 표상을 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개인의 초기모델이 

집단의 평가를 거쳐 합의된 모델에 이르는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참여자 상호 간의 정신 모델 공유가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타

인의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모델에 대한 평가가 유의미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그 이후 모델을 수정하는 활동 역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정신 모델 공유 작업은 그림이나 언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달의 위상 변화와 관련하여 과학교육 전문가들에 의

해 엄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과서 속의 표상조차도 교사들이 설명

하여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표현력과 과학적 언어 구사에 있어 비전문가인 학생들이, 그들끼리 논의

를 하는 데 말이나 그림만을 사용해야 한다면, 제한된 학교 수업 시간 

안에 성공적인 모델링 활동을 진행해 나가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

라서, 구성원들간에 3차원의 모델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3차

원을 지배할 수 있는 표상 도구가 필요하다. 3차원 외적 표상의 활용은 

정신 모델의 공유 가능성을 높여 학생들을 인지적 상호작용에 좀더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후 모델에 대한 평가나 수정 단계에서 집단의 

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둘째, 3차원 외적 표상을 통한 소집단 모델링 학습이 학생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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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관한 성취 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

는 연구가 필요하다. Hodson(1992)은 과학 교육의 세 가지 목표로 ①

Learn science, ②Learn how to science, ③Learn about science를 

제시하였는데, ②와 ③은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이 그 배경에 

두고 있는 철학과 지향하는 바가 같다. 그러나 과연 학생들이 천문 현상

과 관련한 대안적 개념을 극복하고 과학적 개념을 갖는데 소집단 모델링 

수업이 효과적인지, 그러한 과학적 개념이 오래 지속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는 아직 없었다. 소집단 모델링 수업의 적용에 대한 학교 현장의 동

의를 구하고 대중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를 높이는 측면 못지 않게, 제안하는 수업 모듈이 과학의 내용 자체를 

학습하는 데 효과적인지 증명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타당한 문항 개발과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소집단 모델링 수업이 

과학적 개념 자체를 익히는 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득인가를 알아보

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3차원 외적 표상이 보다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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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학년   (    )반   (    )번   이름(             )

과학 수업 준비 운동

■ 과학 수업에 임하는 자세

- 정답(절대적으로 옳은 과학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

- 배우는 내용을 그룹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해서 만들어가기 

- 배우는 내용이 우리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생각해보기

■ 개인 활동시            

   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  자신의 생각에 자신감을 갖기 

-  자신의 생각이 틀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기

-  모르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보기

-  같은 조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베끼지 말기

■ 활동지 작성시

- 자신의 생각을 가능한 한 그림과 글로 자세하게 표현하기

- 모른다고 무조건 베끼지 말고 최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기

- 생각이 발전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개인 혹은 그룹의 처음 생각(아이디어)

을  수정하거나 지우지 말기

■ 그룹 활동시

- 모르거나 자신이 없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에게 편안하게 설명하기

- 도움이 필요할 땐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답은 No! 단서는 Yes!)

-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 친구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다른 친구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기

-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말기 

-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지 말기 / 특정 학생에게 의존하지 않기 

-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생은 먼저 답을 말하지 말기

- 잘 알고 있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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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16년 5월부터 우리학교에 나타난 달의 모습입니다..

☞ ① 어떤 규칙성이 보이나요?

☞ ② 오늘의 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예상해 봅시다.

음력 5월 04일
(2016.06.08.)

음력 5월 08일
(2016.06.12.)

음력 5월 12일
(2016.06.16.)

음력 5월 15일
(2016.06.19.)

음력 5월 18일
(2016.06.22.)

음력 5월 22일
(2016.06.26.)

음력 5월 26일
(2016.06.30.)

음력 6월 01일
(2016.07.04.)

음력 6월 04일
(2016.07.07.)

음력 6월 07일
(2016.07.10.)

음력 6월 11일
(2016.07.14.)

음력 6월 15일
(2016.07.18.)

음력 6월 18일
(2016.07.21.)

음력 6월 22일
(2016.07.25.)

음력 6월 26일
(2016.08.29.)

음력 7월 01일
(2016.08.03.)

음력 7월 03일
(2016.08.05.)

음력 7월 08일
(2016.08.10.)

음력 7월 12일
(2016.08.14.)

음력 7월 15일
(2016.08.17.)

음력 7월 18일
(2016.08.20.)

음력 7월 22일
(2016.08.24.)

음력 7월 27일
(2016.08.28.)

음력 8월 4일
(2016.09.04.)

음력 8월 6일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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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의 모양 변화 - 나의 모델 만들기 (It’s My Model)

[1] 달의 모양은 왜 계속해서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이러한 현상을 가져온 원인

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보세요. ( 초기모형 – 모형 1 )

<단서 1> 달의 위상 변화 패턴 파악  <단서 2> 본다?

<단서 3> 빛의 성질 (직진, 반사)  <단서 4> 태양, 지구, 달의 역할

∙ 자신의 생각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표현한다.(글과 그림 이용)

∙ 모른다고 무조건 베끼지 말고 최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자.

∙ 처음 만든 나의 모델을 수정하거나 지우지 않는다.

▷ 위의 모형을 설명해 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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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의 모양 변화 - 모둠 모델 만들기 (It’s Our Model) 

∙ 나의 모델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

∙ 앞서 제시된 <단서 1,2,3>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이야기 한다.

∙ 다른 사람의 모델이 타당한지 <단서 1,2,3>들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      

그림 + 자세한 설명

[2-1] 위에서 정리한 자신의 생각을 모둠 친구들에게 설명해보고, 친구들과 토의

해 봅시다.

     ▷ 친구들과 논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달의 모양이 계속해서 다르게 보이

는 이유를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세요. (스마트 패드 이용)

[2-2] 토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친구들과 좀더 논의

해 봅시다.

     ▷ 친구들과 논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달의 모양이 계속해서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그림과 글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스마트 패드 이용)

■ 달의 모양 변화 – 『다른 모둠의』 모형 살펴보기 (What’s different?) 

∙ 다른 조가 발표할 때는 떠들지 않고 집중하여 듣는다.

∙ 다른 조의 발표를 잘 듣고 <단서>들을 잘 만족시키는지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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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mall Group Modeling 

Process Using 3-D External Models: 

Focusing on the Moon Phases

Yun, Byungil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scientific disciplines are guided in their inquires by models 

that scientists use to construct explanations for data and to 

further explore nature. The development, use, assessment, and 

revision of models and related explanations play a central role in 

scientific inquiry and should be a prominent feature of students’ 

science education(Passmore et al., 2009). Since the astronomical 

phenomenon appears in the three-dimensional space, the model of 

the students should also include the three-dimensional property. 

Therefore, in order for students to more efficiently create, 

express, and share scientific models, it is necessary to use 3-D 

external representations that can stimulate three-dimen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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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mall group modeling process using 3D external 

representations.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9th grade 

students in Seoul when using the 3-D external representation in 

the modeling process as compared with the 2-D external 

representation.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hanges in the class 

participation patterns of small group members over tim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3-D external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in modeling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unction of 3-D external 

representation is (1) to construct a common internal 

representation for small group members, (2) add new conditions 

to the model, and (3) manipulate and infer time and space 

simultaneously through internal representation and external 

representation coupling . In terms of participation patterns of 

small group modeling activities, the use of 3-D external 

representation decreased participation in the "Off-task" area and 

spent more time in the "Modeling" area. In addition, there was a 

case that the student who passively participated in the modeling 

activities when using 2-D external representation became active 

participant when using 3-D external represent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3-D external representations must be 

provided when students perform modeling activities dealing with 

3-D space related to astronomy content.

keywords : scientific model, modeling, external representation, 

participation, moon phases, 

Student Number : 2015-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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